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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및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통계 작성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통계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 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 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기획 자료수집 자료처리 통계추정 및 분석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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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계개요
1. 통 계 명

○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 및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승인번호 : 제920024호)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2. 법적근거

○ 교육기본법 제26조의 3(교육 관련 통계조사)
제 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제 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고
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
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3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
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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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ᐧ중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제 11조의 2(교육통계조사 등 )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ㆍ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
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
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
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
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4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중 략>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 통계 승인번호 : 제920024호(2004.3.30., 작성승인)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 6조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
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
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8., 2013. 3. 23.>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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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260호)

제 3절 고등교육통계조사
제 14조 (조사대상의 확정 ) ① 교육부장관은 조사대상의 설치 및 폐지, 통·폐합, 명칭변경 등 변동사
항을 파악하여 조사기준일 전까지 조사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조사대상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5조 (조사내용 ) 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내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의 각 호를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은 조사내용에 대한 지침을 조사기준일 10일 전에 확정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조 (조사표 작성 및 제출 ) ① 제3조제3호의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예정 제출 기일을 명
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 17조 (제출자료의 확인 및 관리 ) ①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에 대해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조사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요청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공표일 전까지 최종 자료를 확정하여야 한다.

3. 작성방법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 공공기관 DB연계 및 학교 자체조사를 통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전수 작성
- 공공 DB연계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망자(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취업자(한국산업
인력공단), 입대자(병무청), WFK사업 참여자(외교부), 1인 창(사)업자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프리랜서(국세청), 의료급여수급자(보건복지부)
※ 이 밖에 고용보험가입자(근로복지공단), 청년TLO사업 참여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입국내역
(법무부), 농어업종사자(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DB연계 자료는 데이터 검증 자료로 활용함

-

학교 자체조사 : 졸업생 인적 정보, 신입‧편입‧재입학생 정보, 공공기관 DB 미연계된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 정보
*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제외인정자, 기타, 미상

조사 준비
조사 실시
조사 신뢰도 검증
결과 공표
⦁전년도 7월 조사 시 제
⦁신입생정보 조사 실시(2월)
⦁연계DB 검증(2-10월)
⦁최종결과 공표
출한 졸업자 인적정보 ⦁1차 공공DB연계(2월) ⦁증빙자료 검증(5-9월) ⦁보도자료 발표
정비(1월)
⦁졸업 후 상황 조사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정보공시 연계
⦁취업통계담당자 정보 확인 ▶ -학교자체조사 실시(4월) ▶ 인정 심의(8-9월) ▶
⦁간행물 발간
(1월)
⦁2차 공공DB연계(5월)
⦁전화검증(8월)
⦁분석서비스 제공
⦁온라인 연수 실시(4, 6월)
⦁3차 공공DB연계(8월)
⦁신뢰도 검증을 위한
현장 점검(9-10월)
⦁4차 공공DB연계(10월)
⦁최종자료 검증(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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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 공공기관 DB연계를 활용한 직업계고 졸업자 전수 작성
- 조사항목 : 조사대상 기본정보 및 졸업 후 상황 정보
구분
학교 정보
기본정보 학과 정보
학생 정보
취업자
진학자
졸업 후 입대자
상황정보 제외인정자
미취업자
-

세부 정보
학년도(조사대상학년도), 시도명, 학교명, 소속교육청명, 설립명, 남녀구분, 주야구분,
학교명칭 변경여부, 명칭변경 전 학교명, 학교유형(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학과(전공)명
성명, 인적정보, 학년, 반, 성별, 외국인유학생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국내진학자
병역복무자
사망자, 외국인유학생, 해외봉사단, 장애인, 수형자, 장기입원자(6개월 이상)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프리랜서, 취업 준비 중인 자, 합격 후 발령 대
기 중인 자, 졸업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조사항목별 공공DB연계 기관

구분
세부 정보
(직장)
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여부(Y/N), 취업처 정보, 소득정보
가입자
가입
가입자 여부(Y/N), 사업장 정보, 소득정보,
고용보험가입자
자
근로시간, 계약직여부
취업자
해외취업자
취업 여부, 취업 국가명, 취업 회사명, 비자유무
농림‧어업종사자 종사 여부(Y/N)
진학자

진학자

입대자

입대자
사망자
외국인유학생
해외봉사단
장애인
수형자
장기입원자
(6개월 이상)
미취업자

제외
인정자

미취업
자

연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진학 여부(Y/N), 학교명, 본·분교 구분 고등교육법 외 타법령 설치
및 운영 교육기관
입대자 여부(Y/N), 입대유형
병무청
사망자 여부(Y/N)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여부(Y/N)
(인적정보로 확인)
해외봉사 여부(Y/N)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장애인 여부(Y/N)
보건복지부
대한상공회의소
수형자 여부(Y/N)
(HIFIVE)
대한상공회의소
장기입원 및 진료 여부(Y/N)
공공 DB 미등록으로 인해 취업, 진학,
입대자, 제외인정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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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FIVE)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업자의 종사자고유번호를 활용하여 행정
자료 간 연계‧결합 등 통계처리 과정을 거쳐 통계지표 작성
행정자료 DB 구축
통계작성용 DB 구축
통계분석용DB 구축 통계 작성 및 공표
졸업자 명부/
통계작성용
▶ 통계 작성, 분석
일자리행정통계 자료 ▶ 졸업자/일자리 DB 연계 ▶
입수 및
및 일자리이동 DB구축
파생변수 생성
및 결과 공표
행정자료DB 구축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통계명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작성기관 및 부서명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고등교육취업통계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직업계고취업통계팀
(주)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고등교육취업통계팀
(부)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

5. 작성 및 공표주기

통계명

작성 및 공표주기
○ 작성(조사) 주기 : 연 3회(매년 2월, 4월, 7월)
- 졸업생정보 조사 : n년 7월
- 신입생정보 조사 : n+1년 2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졸업생 졸업 후 상황 조사 : n+1년 4월
○ 공표주기 : 연 1회, 매년 12월
- n+1년 12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공표
작성(조사) 주기 : 매년 4월 1일 / 10월 1일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 공표주기 : 당해연도 11월
○ 작성(조사) 주기 : 연 1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 공표주기 : 연 1회, 매년 12월
이동통계
- n-1년 12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공표시 공동발표
6. 통계작성과정 개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조사 일정 및 수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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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프로세스

○ 세부 일정 및 수행업무
일정
내용
1월 3주 ⦁졸업자 인적정보 수정사항 정비
∼1월 4주 ⦁취업통계담당자 정보 업데이트
⦁1차 공공DB연계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병무청, 과학기술정보통
1월 4주
신부, 대한상공회의소, 외교부, 중소벤처기
∼3월 3주 업부, 창업진흥원)
⦁진학자 연계를 위한 신입생정보 조사 실시
⦁조사일정안내 공문 발송
3월 2주
⦁온라인 교육자료 작성 및 배포
3월 1주
∼3월 4주 ⦁조사 담당자 정보 업데이트 및 시스템 정비
4월 1주 ⦁졸업자 인적정보 및 DB연계 결과 수신
4월 1주
∼4월 4주 ⦁2020.12.31.기준 취업통계조사 실시
⦁조사 결과 제출
4월 4주
⦁공문 및 증빙자료 제출
4월∼9월 ⦁증빙자료 검증
⦁해외취업·진학·이민자 출입국기록 검증을
5월
위한 2차 공공DB연계 실시(법무부)
월 2주

6

월 3주
8월

8

⦁1

차 검증결과 확정

대학
오류사항
졸업자 인적정보 수정 인적정보
수정요청
, 담당자
요청공문 발송 및 수합
정보 확인
KEDI

연계자료 수합 및 검증
신입생정보 조사를 신입생정보 조사 실시
위한 공문발송 및 수합
조사일정 및
교육자료 확인
시스템 정비
조사담당자 정비
졸업생 인적정보와 졸업생 인적정보 및
공공DB 연계결과 배포 공공DB연계결과 수신
조사 지원
조사 수행
조사결과 및 증빙자료 조사 결과 제출
수합
증빙자료 우편제출
증빙자료 검증
조사안내 공문 발송

-

차 결과 확정 및
확인 요청
2차 결과 확정 및
확인 요청
1

차 검증결과 확정
⦁3차 공공DB연계 실시(보건복지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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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결과 확인 및
소명자료 제출
2차 결과 확인 및
소명자료 제출
1

-

일정
내용
10월 1주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연계를 위한
∼10월 5주 4차 공공DB연계 실시(국세청)
11월 3주 ⦁취업통계조사 최종 결과 확정
12월 2주 ⦁최종 결과 정보공시 연계
∼12월 3주 ⦁취업통계조사 최종 결과 안내
12월 4주 ⦁취업통계조사 최종 결과 발표

KEDI

국세청DB연계
요청 및 반영
내부 검증 및
결과 확정
정보공시 연계 및
대학별 최종 취업률
안내
최종 결과 발표

대학
-

정보공시와 KEDI
대학별 취업률 결과
동시 확인
최종 결과 확인

□ 조사 절차
차 사전조사) 졸업생정보 조사
⦁각 대학에서 졸업자의
인적정보 제출( 19.7월)
⦁졸업생 인적정보 수정( 20.1월)
(1

‘

è

‘

결과 공표
⦁학교별, 학과별 취업률 및
상세 분석 결과 제공

차 사전조사) 신입생정보 조사
⦁각 대학에서 신입생의
인적정보 제출
⦁진학자 DB 구축
(2

ç

공공 DB 연계 (하반기)
⦁의료급여수급자, 1인창(사)업
자, 프리랜서 등 정보 확인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연
계(3개 기관)

è

공공DB 연계 (상반기 )
⦁건강보험, 고용보험, 해외취
업, 입대 등 정보 확인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연
계(9개 기관)
ê

본조사 ) 졸업 후 상황 조사
⦁농림어업종사자 등 미연계
항목을 포함한 졸업 후 상황
대학 자체조사
(

ç

□ 조사 수행조직 및 담당자별 역할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담당자
학과담당자

기본계획수립 및 공지
⦁정책결정 및 행정지원
⦁취업통계조사를 위한 기본환경 설정
⦁취업통계조사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배포
⦁조사 공지 및 안내
⦁조사결과 수합, 검증, 공표
⦁학교 취업통계조사 총괄책임자
⦁졸업 후 상황 정보 입력현황 모니터링
⦁학과별 조사 결과 수합, 검증, 제출 등 총괄
⦁학과 단위의 조사를 수행하며 현황 파악과 증빙자료 수합을 지원
⦁조사결과를 학교 취업통계담당자에게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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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 조사 일정 및 수행업무

[

○ 조사 프로세스

○ 조사일정

교육부

조사주관기관

조사계획 검토 및 확정
⦁조사지침 검토 및 확정
⦁조사대상학교명단확정
⦁조사주관기관에 고지
⦁

1

월∼4월

조사 준비

차 공공DB연계 사
전협조 요청

⦁1

취업통계 결과분석
컨설팅

⦁

공표내용 확정

⦁

⦁1
4

조사 실시
월∼5월 (공공
DB연계)
⦁

월∼8월

자료 검증

월∼10월

조사결과
분석

6

7

조사계획 수립
⦁조사지침 작성
⦁조사대상 학교 및 학
과 정보, 졸업자 인적
정보 요청 및 수합
⦁인적정보 자료 클리닝
⦁공공 DB연계 협의 및
계획수립
⦁

⦁

차 공공DB연계 요청
공문 발송(건강보험‧고
용보험‧병무청‧대한상
공회의소 등)
⦁공공DB연계를 요청을
위한 인적정보 제공
연계결과 수합 및 클리닝
⦁조사결과 검증
⦁취업통계 결과분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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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

연계 기관
공공DB 연계 협의
⦁조사대상 학교 및
학과, 졸업자 인적
정보 제공
⦁

⦁

졸업 후 상황 정보
제공

12

조사결과
공표

월

조사결과 공표
(보도자료)

⦁

차 공공DB연계 사
전협조요청

⦁2

유지취업률 조사결
과 제출

⦁

⦁

⦁2

월∼11월 유지취업률
조사 실시

9

유지취업률
12월~2월
조사결과
공표

⦁

조사결과 공표
(보도자료)

차 공공DB연계 요청
공문 발송(건강보험‧고
용보험, 병무청)
⦁연계결과 수합 및 클리닝
⦁유지취업 조사결과 분석

⦁

졸업 후 상황 정보 제공

유지취업률 조사결과 발표
⦁조사 관련 수요조사 실시

□ 조사 절차
조사준비

조사실시
결과공표
[공공 DB연계 조사]
[계획수립]
[조사결과 분석]
⦁공공DB 연계 요청
⦁세부 실행계획 수립
⦁분석 및 서비스 장표 개발
* 연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 ⦁조사자료 분석
⦁지침 작성
단(해외취업자), 병무청 등 ▶
▶ ⦁추가
공공DB 연계기관 개발
[조사대상 확정]
[조사결과 공표]
* 국세청(프리랜서, 1인창업자, 자영
⦁학생 기본정보 수합 및 매칭
업자), 한국산업인력공단(자격증) ⦁보도자료 작성 및 공표
(나이스)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연계자료 검증]
⦁초중등통계와 졸업자수 일원화
연보 설계 및 발간
⦁
연계자료
형식
및
내용
검증
⦁조사대상 정비
⦁분석자료 제공
⦁전문가를 통한 검증

□ 조사 수행조직 및 담당자별 역할
구분
주관부처

기관명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한국교육개발원
주관기관 (직업계고
취업통계팀)
현장실무자
(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
자문
외부전문가

∙
∙
∙
∙
∙
∙
∙
∙
∙
∙
∙
∙

주요 업무 및 역할
사업 진행상황 관리 및 감독
기관 간 업무 협조 및 연계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진도관리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 유지 및 결과 분석
사업 발주, 진행 및 검수 등 사업관리 실무
전산장비 및 보안 관련 정책관리‧점검
조사 항목 및 지침 관련 의견 제시
조사 시스템 관련 의견 제시
조사 항목 및 지침 검토‧자문
조사 결과 분석 지원
시스템 발전 방안 조언
시스템 분석 진단 및 검수
- 9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 조사 일정 및 수행업무

[

일정
8월∼9월

단위업무
작성 · 개선
계획 수립

행정자료
월∼11월 입수
및 검토

10

∙
∙
∙
∙
∙
∙

월 3주
∼11월 4주
11

월 1주
∼12월 3주
12월 4주
익년 1월
12

통계작성용 DB
구축 및 데이터
에디팅
통계분석용 DB
구축 및 결과
작성
작성결과 공표
KOSIS 제공

∙
∙
∙
∙
∙
∙
∙
∙
∙

내용
공동작성기관(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통계청) 업무협의
통계 작성 및 개선계획 수립
n-1년도 기준 졸업자 명부 입수(10월)
n년도 기준 일자리행정통계 DB 및 기타 행정자료 입수(11월)
행정자료에 대해 단위‧항목 결측 여부 등 기초적 내용검토 실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건보가입자) 명부와 일자리DB 연계 검토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등록취업자 DB 구축
근로자의 주된 일자리 DB 및 패널 연계 DB 구축
이상치 탐색 등 데이터 에디팅
DB별 내용 및 시계열 안정성 점검
패널 연계 DB로부터 통계작성을 위한 파생변수 생성
분류‧항목별 자료 집계 및 수준분석
보도자료 작성 및 내용검토
일자리이동통계 최종 결과 발표
KOSIS 통계표 업데이트(1개월 이내)

□ 조사 수행조직 및 담당자별 역할
구분
기획
자료수집
자료처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
대학 졸업자 취업통계 기획
대학 졸업자 일자리이동통계 기획
대학 졸업자 명부 수집 및 통계청 제공 일자리행정통계DB 등 행정자료 입수
대졸자 학적부와 일자리행정통계DB를
연계 매칭
‘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에
결과분석 및 공표
대졸자 일자리이동통계 작성 및 분석
포함 공표
기타 통계작성을 위한
최종 일자리이동통계DB 제공(통계청→한국교육개발원)
협력사항

7. 통계연혁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최초 개발 시기 및 배경

[

○ 한국교육개발원은 200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공식 통계로서 최초 작성함
- 04년 이전까지는 교육기본통계 항목 중 하나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졸업 후 상
황을 조사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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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및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상세한 필요 정보
및 대졸 취업난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별도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함
- 아울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진학 등 진로 현
황 분석을 통해 대학 재학‧졸업생의 진로 지도 및 청년층의 취‧창업 활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며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조사 및 DB구축,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정기적으로 작성해오고 있음
-

□ 통계의 변경 및 개편 이력

○ (2005.1) 조사내용을 세분화하고, 데이터 검증 방법을 강화함
- 주요내용
·조사내용 세분화 : 조사항목은 동일하나, 조사 내용을 세분화 하여 상세하게 조사함
구분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미취업자
회사구분
취업경로

변경 전
정규직/비정규직/자영업
국내진학/국외진학
입대자
국가고시준비/진학준비/입대대기/기타
대기업/중소기업
학교추천/공개채용시험/취업전문기관/친
인척/자영/기타

변경 후
정규직/비정규직/자영업/대기발령자
국내대학/국외대학/국내대학원/국외대학
원
입대자/입대대기자
국가고시준비/진학준비/취업준비/기타
대기업/중소기업/관공서/병원/학교
학교추천/공개채용시험/취업전문기관/친
인척/자영/신문 및 인터넷 방송/기타

데이터 검증 강화 : 형식검증, 내용검증, 자체 샘플링 검증, 신뢰도 검증 등으로 데이
터 검증 방법을 강화함

·

변경 전
형식검증
1) 데이터 형태 검증
2) 교육기본통계와 학과명 및 졸업생 수 일치
2. 신뢰성 검증
1) 자체 샘플링 검사
2) 외부 전문 컨설팅 기관에 의한 신뢰성 검증
1.

변경 후
차 형식검증
1) 데이터 형태 검증
2) 교육기본통계와 학과명 및 졸업생 수 일치
2. 2차 내용검증
1) 전년도 데이터와 비교 검증
2) 자체 샘플링 검증
- 조사대상학교를 학교 규모, 유형별로 구분
하여 상위 취업률 랭크 학교에 대한 실사
- 전체 졸업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샘플링 추
출하여 졸업생 개별 검증
3. 신뢰성 검증
- 외부 전문컨설팅 기관에 의한 신뢰도 검증
(6,000명 규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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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3)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사항목을 변경 및 추가, 항목 정의를 변경함
- 주요내용
구분
변경 전
/ 전문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
조사대상 대학
학/각종학교
취업자의 정규직/비정규직/자영업
세분화
취업자(정규직)
- 해당직장의 퇴직금 규정 및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고 신
항목 정의 분보장이 되는 자
변경
미취업자(국가고시준비)
- 입법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와 같은 고등고시 준비자

변경 후
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교육
대학/각종학교/일반대학원
정규직/정규직(대기발령)/비정
규직(임시직)/비정규직(시간제‧
일용직)/자영업
취업자(정규직)
- 해당 직장의 퇴직금 규정
및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고
신분보장이 되는 자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미취업자(국가고시준비)
- 입법고시, 사법고시, 행정고
시와 같은 고등고시와 국가
공무원 시험 및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자
/진학자 /입대자 /미취업자/ 취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미취업
취업구분 취업자
미상
자/기타(취업불가능자)/미상

○ (2007.2) 조사항목을 변경 및 추가, 항목 정의를 변경함
- 주요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정규직(대기발령)/비정규 정규직/정규직(대기발령)/비정규직
취업자의 정규직
(임시직)/비정규직(시간제‧일용 (임시직)/비정규직(시간제‧일용직)/
세분화 직
직)/자영업
비정규직(무급가족종사자)/자영업

취업자(비정규직-시간제‧일용직)
항목 정의 - 주당 18시간이상 근무하는 시
변경
간제(파트타임), 일용직 또는
무급가족종사자
회사구분 대기업/중소기업/학교/ 병원/관공서

취업자(비정규직-시간제‧일용직)
- 주당 18시간이상 근무하는 시
간제(파트타임), 일용직
취업자(비정규직-무급가족종사자)
- 동일가구 내에 살고 있는 혈연
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에 정기적인 보수 없이 주당 18
시간이상 노동력을 제공한 자
대기업/중소기업/학교/ 병원/행정기관/
공공기관/종교단체/기타(소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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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석‧박사 고급인력에 대
한 취업실태조사 요구
반영
‘취업의
질’ 판단
항목에 대한 요구 반
영
비정규직-임시직과 정
규직을 구분하기 위하
여 정규직의 명확한
정의로 변경
국가에서 수행하는 인
력채용시험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 하는 자
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사망, 수감 등의 사유
로 인한 취업불가능자
항목 요구 반영

변경 사유
‘취업의 질’ 판단 항목
에 대한 요구 반영
-임금근로자(정규직, 비정
규직)와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 무급 가족종사
자) 구분에 대한 요구
반영
취업자(비정규직-시간
제‧일용직)의 세분화
로 인하여 무급가족
종사자 정의를 제외
하고, 취업자(비정규
직-무급가족종사자)의
별도 정의 추가
‘취업의 질’ 판단 항
목에 대한 요구 반영

○ (2008.3) 조사항목을 변경 및 추가, 항목 정의를 변경함
- 주요내용
구분

졸업자
기본정보
진학자의
세분화

변경 전
해외연수여부(예/아니오)
-

국내대학/국외대학/국내대학원/
국외대학원
취업자(정규직)
- 해당 직장의 퇴직금 규정 및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고 신
분보장이 되는 자로 계약 기
간이 1년 이상인 자
취업자(비정규직-임시직)
근무자로 계약기간이 1개
항목 정의 - 월전일제
이상 1년 미만인 자, 개인도급
변경
근로자, 용역근로자, 파견근로자
취업자(비정규직-무급가족종사자)
- 동일가구 내에 살고 있는 혈
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정기적인 보수 없
이 주당 18시간이상 노동력
을 제공한 자

변경 후
해외연수여부(교환학생/ 산업체
연수/기타연수/해당없음)
편입여부(예/아니오)
국내대학/국외대학/국내대학원/국
외대학원/국내전문대학/국외대학
취업자(정규직)
- 해당 직장의 퇴직금 규정 및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고 계
속고용이 보장되는 자로 계
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취업자(비정규직-임시직)
- 정규직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
의 필요성에 의해 고용된 자
취업자(비정규직-무급가족종사자)
-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
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노동
력을 제공한 자

변경 사유
다양한 분석을 위하
여 해외연수의 종류
를 세분화함
대학 재학기간 파악
을 위해 추가
구체적인 진학 현황
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목 추가
신분보장의 의미를
구체화함
비정규직의 개념을
구체화함
무급가족종사자의
개념은 동일하나 설
명을 간략화 함

○ (2009.2) 조사항목을 변경 및 추가, 항목 정의를 변경함
- 주요내용
구분
졸업자
기본정보
취업자의
세분화
회사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취업여부(일반대학원만 조사) 기취업여부(일반대학원만 조사)
/정규직(대기발령)/임시직/
정규직/정규직(대기발령)/임시 정규직
직/시간제‧일용직/무급가족종사 시간제‧일용직/자영업
자/자영업
- 무급가족종사자 삭제
대기업 /중소기업 /학교 /병원 / 행 대기업/중소기업/학교/병원/행정
정기관/공공기관/종교단체/기타 기관/공공기관/종교단체/기타(비
(소속없음)
영리법인)/기타(소속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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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2007년 통계청 품질
진단 결과 반영
고등교육기관 졸업
자의 취업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
에 부합되는 취업자
개념으로 조정
기타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회사구분
의 모호함을 최소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정의 입대자
- 의무복무 중인 군인(ROTC,
변경
학사장교, 부사관) 포함

변경 사유
군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사관학과
취업자
등의 취업률 하락
- 의무복무 중인 군인(ROTC, 학
문제가 발생하여 의
사장교, 부사관) 포함
무복무 중인 군인을
취업자로 구분

○ (2010.3 / 2010.6) 조사명칭, 조사기준일, 조사방법, 지침, 산출지표, 항목 등 전면 개편함
- 주요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졸업자 취업통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조사명칭 고등교육기관
조사
DB연계 취업통계조사
조사기준일 조사 기준일 : 4월 1일
조사 기준일 : 6월 1일
및 기간 조사 기간 : 4월 1일~30일 조사 기간 : 6월 1일~30일
취업자
취업자
-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면서
항목 정의 변경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 -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취업률 = 취업자 / 취업대상자
산출지표

×100

취업대상자=졸업자-(진학자+
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
학생)
※

취업 구분
취업자/진학자/입대자/미취업자
/취업불가능자/미상
미취업자 삭제, 기타 추가
- 취업자 구분
정규직/정규직(대기발령)/임시 취업자 구분 삭제
직/시간제‧일용직/자영업
전공일치여부(예/아니오)
전공일치여부 삭제
취업경로(학교/공개채용/취업전
문기관/친인척/자영/신문 및 인 취업경로 삭제
터넷‧방송/기타)
-

조사항목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
건강보험DB확인취업자수/취업
대상자×100
※취업대상자=졸업자-(진학자+
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
학생+제외대상(의료급여법 수
급권자 및 영농인‧어업인 자격
으로 입학, 졸업한자))
- 취업 구분
취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
능자/기타/미상

- 14 -

변경 사유

건강보험DB연계를 통
한 취업통계조사 실시
대학졸업자의 첫 일
자리 진입 평균 소
요기간(3.5개월) 반
영
대학의 취업률 부풀리
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통계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
어, 사회적으로 통용
되는 취업자의 개념에
근접하도록 변경
기존의 취업률을 건
강보험DB연계 취업
률로 변경하고 지표
산출 시, 분자를
‘ 건강보험 D B 확인
취업자수’로 변경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를 취업자로 구
분하고, 미가입자의
경우 졸업 후 상황(진
학, 입대, 취업불가능,
기타, 미상)을 파악
조사기관(학교)의 자
의적 판단에 따라
작성되어 삭제

구분

조사항목

변경 전

직업분류(한국고용직업분류 세
분류 4자리 코드)
직업명(근무하고 있는 일에 대
한 직업명, 직무내용)
회사명(근무하고 있는 회사명)
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2
자리 코드)
회사구분(대기업/중소기업/학교
/병원 등)
근무지(서울/부산/대구/인천 등)
- 진학자 세부정보
국내전문대학/국내대학/국내대
학원/국외전문대학/국외대학/국
외대학원

변경 후

직업분류 삭제
직업명 삭제
회사명 삭제
산업분류 삭제
회사구분 삭제
근무지 삭제
- 진학자 세부정보
(국내전문대학/국내대학/국내대
학원)+학교명
(국외전문대학/국외대학/국외대
학원)+학교명, 국가명
- 입대자
- 입대자
입대자 또는 입영일자가 2개월 입대자
전인 자
입영일자가 2개월 전인 자 삭제

조사대상

조사기관(학교)의 자
의적 판단에 따라
작성되어 삭제

진학자 검증을 위해
국내는 학교명, 국
외는 학교, 국가명
을 추가조사
입영연기 관리 규정
에 따라 입영일 5일
전까지 입대 여부가
변동될 수 있어 조
사 기준일 당시 입
대자만을 인정
각각의 세부 항목을
- 취업불가능자 구분
- 취업불가능자 구분
하여 원 데
수형자/사망자/해외이민자/6개 수형자/사망자/해외이민자/6개 코드화
이터를 구분 가능
월 이상 장기입원자
월 이상 장기입원자
하도록 함

○ (2011.2 / 2011.8) 조사대상 확대, 조사항목 범위, 산출식을 변경함
- 주요내용
구분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
, 각종학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 업대학
, 한국정보통신기능
업대학, 각종학교, 일반대학원 폴리텍대학
대학, 농수산대학, 전문대학원
시범조사(3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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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 폴리텍대학, 한국
정보통신기능대학,
농수산대학의 졸
업 후 상황 조사
방식의 변경에 따
라 조사대상 확대
- 향후 취업통계조
사에 편입 예정인
전문대학원 중 30
개교를 시범 조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계약시작일,종료
일, 근무형태, 주당근무시간),
해외취업자(회사명, 취업국
가, 계약시작일, 종료일, 비
- 취업자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유형, 주당근무시간)
기타
- 기타 :
항목 구분 - 제외인정자 : 의료급여 수급권 기타/1인 사업(창업)자(사업
자/산업체 위탁생 자등록번호, 사업장명, 개업
중 영농‧어업인
연월일, 사업종류)
- 제외인정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산업체
위탁생 중 영농·어업인 /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종교의식집행 관련학과 졸업
자 / 여자군인 중 훈련생
-

산출지표

취업률(%) =
(건강보험가입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
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
자)}×100

취업률(%) =
(건강보험가입취업자+해외취업
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
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
인정자)}×100

변경 사유
-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교내취
업자 항목을 별
도로 조사
- 글로벌 인재 양성
을 위하여 해외취
업자 추가
-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다양한 창
업지원 정책 추
진으로 조사항목
에 1인 사업(창
업)자 추가
- 취업통계 조사대
상의 적정화를
위해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관
련 학과 졸업자,
여자 군인 중 훈
련생을 취업대상
자에서 제외
취업국가 및 직종
다변화를 추진 하고
자 해외 취업자를
취업률에 포함

○ (2012.3) 연 2회 조사로 확대됨에 따라 조사명칭, 조사기준일, 조사항목, 산출지표 등 전
면 개편함
- 주요내용
구분

조사명칭
조사체계

변경 전
변경 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DB연계 취업통계조사
조사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
-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조사대상 : 당해연도 2월 졸 - 조사대상 : 당해연도 2월 졸
업생(전년도 8월 졸업생 포함) 업생(전년도 8월 졸업생 포함)
- 취업준비기간 : 3개월
- 취업준비기간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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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국가DB연계, 건강보
험DB연계 취업통계
조사 실시에 의한
명칭 변경
취업자 인정항목 및
취업준비기간의 변
화를 반영

구분

변경 전

조사체계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업자, 교내취업
자, 해외취업자

항목 구분
기타 : 기타, 1인 사업(창업)자
제외인정자 : 의료급여 수급권
자, 산업체 위탁생 중 영농어
업인,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종교의식집행 관련학과 졸업
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
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산출지표

취업률(%) =
{(건강보험가입취업자+해외취업
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
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
인정자)}×100

변경 후
- 국가DB연계 취업률
⦁기준일 : 전년도 12월 31일
⦁조사대상 : 전년도 2월 졸업
생(전전년도 8월 졸업생 포함)
⦁취업준비기간 : 10개월
※ 2011년 졸업자부터 실시
취업자
- 건강보험DB연계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 국가DB연계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기타
- 건강보험DB연계, 국가DB연계
⦁기타
제외인정자
- 건강보험DB연계, 국가DB연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종
교의식집행 관련학과
졸업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
육대상자
취업률 - 건강보험DB연계
⦁(건강보험가입취업자+해외취
업자+영농업종사자)/{졸업자
-(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
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
자)}×100
- 국가DB연계취업률(%) =
⦁(건강보험가입취업자+해외취
업자+영농업종사자+1인창(사)
업자+프리랜서+개인창작활동
종사자)/{졸업자-(진학자+입
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
학생+제외인정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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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직장건강보험 비가
입 취업자를 취업자
인정항목에 포함하
여 취업통계 조사의
형평성을 제고

취업자의 범위가 확
대됨에 따라 1인 창
(사)업자는 제외
취업자의 범위가 확
대됨에 따라 영농업
종사자는 제외
파악이 어려운 졸업
자를 취업자 인정
항목에 포함함에 따
라 취업률 산출 공
식을 변경

○ (2013.10) 2차례 조사하던 유지취업률을 4차례로 변경함
- 주요내용
구분

산출지표

변경 전
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6월, 9월 모두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6월 건
강보험직장가입자}×100
2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6월, 9월, 12월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자)/ 6
월 건강보험직장가입자}×100
1

-

-

변경 후
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6월, 9월 모두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6월 건
강보험직장가입자}×100
2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6월, 9월, 12월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자)/ 6
월 건강보험직장가입자}×100
3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6월, 9월, 12월, 다음
해 3월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자)/6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100
4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6월‧9월‧12월‧다음해
3월‧6월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자)/6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100
1

변경 사유

졸업 후 1년간 직장
건강보험가입의 지
속 현황을 파악하여
신뢰도 제고를 위함

○ (2015.3) 항목명, 세부항목 내용을 변경함
- 주요내용
구분

변경 전

취업자
- 건강보험DB연계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국가DB연계
항목구분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개인창작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공연
활동종사자의 ⦁
전시
세분화 ⦁
⦁출판 및 출반

변경 후

취업자
- 건강보험DB연계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 국가DB연계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공연
⦁전시
⦁출판 및 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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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농업인 외 어업인을
인정하기 위해 항목
명 변경

영화분야의 인정을
위함

구분

변경 전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제외인정자
- 건강보험DB연계, 국가DB연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종
제외인정자의 ⦁
관련학과
세분화 교의식집행
졸업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
육대상자

변경 후
⦁영상제작물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제외인정자
- 건강보험DB연계, 국가DB연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종
교의식집행 관련학과
졸업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
상자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변경 사유

경찰 및 소방공무원
은 채용 후에 교육
기간이 필요하여,
교육기간동안 다른
직장활동을 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

○ (2017.6) 조사일원화에 따라 건강보험DB연계조사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취업현황
의 상세내용을 추가함
- 주요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공공
DB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명칭 계 취업통계조사
조사
□ 졸업자 인적정보 및 취업정보
- 취업자
⦁건강보험직장가입자
□ 졸업자 인적정보 및 취업정보
- 취업자
⦁해외취업자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농림어업종사자
⦁해외취업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농림어업종사자
⦁1인창(사)업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프리랜서
⦁1인창(사)업자
- 진학자
⦁프리랜서
⦁국내진학자
, 1인 ⦁국외진학자
조사항목 (창단(,사개인창작활동종사자
)업자, 프리랜서는 12월 - 입대자
31일 기준 조사에만 포함됨)
- 기타
- 진학자
- 취업불가능자
⦁국내진학자
- 제외인정자
⦁국외진학자
□ 취업현황의 상세 내용
- 사업장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입대자
설립일자/업종/종사자 규모
- 기타
- 직종
- 취업불가능자
- 최종보수 월액
- 제외인정자
- 주 소정근로시간
- 계약종료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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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조사 일원화에 따름

청년층 실업률 및
취업률에 관한 정확
한 현황 파악 및 취
업의 질적 내용을
파악하여 취업 준비
생들이 참조할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함

구분

작성시점
작성기간

변경 전

변경 후
- 자격취득일
-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건강보
험 직장가입률

월1일, 전년도 12월 31일

전년도 12월 31일

6

월 1일 ∼ 6월 30일
3월 15일 ∼ 4월 20일

월 1일 ∼ 4월 30일
7월 1일 ∼ 11월 30일

6

3

작성·공표 반기
주기

1

작성방법 조사통계
(작성유형)

년

가공통계
졸업자(계, 외국인유학생)
- 취업자(건강보험가입취업자, 해외
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
작활동 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
자, 제외인정자, 기타, 미상
- 취업률
- 취업현황의 상세내용
(기업유형별, 월평균 임금, 전
공일치도, 취업준비기간에 따
른 건강보험직장가입률 등)
- 진학률
- 유지취업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연보 (매년 12월)
유지취업률 산출 대상 :
12.31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산출식
- 1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12월, 다음해 3월
모두 건강보험직장가입자/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100
- 2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12월, 다음해 3월, 6
월 모두 건강보험직장가입자/12
-

졸업자(계, 외국인유학생)
- 취업자(건강보험가입취업자, 해
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
인창작활동 종사자, 1인창(사)
통계결과 업자, 프리랜서)
공표내용 -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
자, 제외인정자, 기타, 미상
- 취업률
- 진학률
- 유지취업률
-

통계결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공표 연보 (매년 9월)
(간행물명)
유지취업률 산출 대상 :
6.1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산출식
- 1차 유지취업률 :
유지취업률 (조사년도 6월, 9월 모두 건강
산출식
보험직장가입자/6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100
- 2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6월, 9월, 12월 모
두 건강보험직장가입자/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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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차 조사를 통해
산출된 취업률의
혼용·혼동을 방지
하기 위함
학교자체조사 및 공
공DB연계 기간까지
포함한 조사 실시기
간 명시
조사 일원화에 따름
학교 조사 이외 공
공DB연계를 통한
추가조사 부분이 많
아짐에 따라 통계
작성유형 변경
1, 2

조사항목 추가에 따름

조사완료시점 고려
하여 발행일자 변경
통계산출의 혼동 유
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기준일 및
조사대상을 일원화

구분

변경 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100
- 3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6월, 9월, 12월, 다음
해 3월 모두 건강보험직장가입자
/6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100
- 4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6월, 9월, 12월, 다
유지취업률 (음해
3월, 6월 모두 건강보험
산출식
직장가입자/6월 건강보험 직
장가입자) ×100

변경 후
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100
- 3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12월, 다음해 3월, 6월,
9월 모두 건강보험직장가입자/12
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100
- 4차 유지취업률 :
(조사년도 12월, 다음해 3월,
6월, 9월, 11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12월 건강보험 직
장가입자)×100

변경 사유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 목적

[

○ 국가 승인통계의 안정적 산출, 공공DB 연계 확대를 통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의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
○ 중등 직업교육정책 수립‧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및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취업 설계를
위한 주요 정보 제공

□ 추진경과

○ 63년 교육기본통계조사 승인(제11201호), 국립교육평가원 수행
○ 98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규정(98. 3., 교육부훈령 제565호)
○ 13년~ 직업계고 취업률 실태조사*(행정자료) 시행
‘

‘

‘

*

행정자료로서 학교에서 졸업자의 취업현황을 자체조사를 통해 취업처, 기업구분(대‧중소기업),
급여 수준 등 증빙자료 취합 및 고용보험 DB연계(1회)를 통해 고용여부 확인

○ 17년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전환 요구(’17. 11., 사회관계장관회의)
※ 공공DB연계 국가승인통계(주민번호 활용) 전환을 위한 통계조사사업 국고 반영
○ 18년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를 위한 정책연구 실시
○ 19년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체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VPN 장비 도입
○ 20년 직업계고 취업통계 시범조사 실시 및 공표, 서비스
○ 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첫 본조사 실시 및 결과발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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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의 변경 및 개편 이력

○ (2020)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체계 및 인적ᐧ물적 기반 확립
-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조사체계 수립
- 취업자 개념, 취업률 산식, 취업자 범위를 포함한 조사지침 개선
- 조사프로그램 개선 및 전산장비 도입을 통한 조사 인프라 구축
○ (2020) 조사내용을 세분화 및 조사항목 정의 수립
- 취업자 : 조사기준일(매년 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하
고 급여를 받는 자
- 진학자 : 조사기준일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
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 병무청 :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 및 진학자가 아닌 자 중 병역에 복무중인 자
- 제외인정자 : 조사기준일 당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자
- 미취업자 : 조사기준일 당시 경제 활동이 가능하지만 미취업 상황에 있거나, 또는 공
공 DB 미등록으로 인해 졸업 후 상황(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제외
인정자

구분
세부 정보
인정범위
보 건강보험(직장)
조사기준일 당시 국내 사업장에
험 가입자 가입자 여부(Y/N), 취업처 정보, 소득정보 서 건강보험(직장)에 가입되어 있
가
는자
입 고용보험가 가입자 여부(Y/N), 사업장 정보, 소득정 조사기준일 당시 고용보험 DB에
등록된 자
자 입자 보, 근로시간, 계약직여부
여부, 취업 국가명, 취업 회사명,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DB에
해외취업자 취업
비자 유무
등록된 자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
농림‧어업종사자 종사 여부(Y/N)
산부 DB에 등록된 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자 DB
에 등록된 자
진학자
진학 여부(Y/N), 학교명, 본·분교 구분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
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병무청 입대자 DB에 등록된 자
- 징집(현역병), 모집병(지원병),
입대자
입대자 여부(Y/N), 입대유형
보충병(사회복무요원, 산업기
능요원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자 DB에
사망자
사망자 여부(Y/N)
등록된 자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째
외국인유학생 외국인 여부(Y/N)
자리가 5~8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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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외봉사단
장애인

세부 정보

해외봉사 여부(Y/N)
장애인 여부(Y/N)

수형자

수형자 여부(Y/N)

인정범위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
단 DB에 등록된 자
보건복지부 장애인 DB에 등록된 자
HIFIVE에 수형자로 등록되고, 수
형기간(조사기준일 포함)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HIFIVE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로 등록되어 있는 자

장기입원자 장기입원 및 진료 여부(Y/N)
(6개월 이상)
DB 미등록으로 인해 취업, 진학,
미취업자 미취업자 공공
입대자, 제외인정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 최초 개발시기 및 배경

[

○ 한국교육개발원과 통계청은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이동통계를 최초 작성함
- 급변하는 일자리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상세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12월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일자리 정책을 지원할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에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등을 작성하기로 발표함
- 본 통계는 통계청에서 구축한 일자리 DB와 대학졸업자 명부의 연계를 통하여 작성되는
통계로, 졸업자 명부 보유기관인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과 협업을 통해 2018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추적하는 패널(종단면) 분석형 통계를 처음 작성하여 공표함

□ 통계의 변경 및 개편 이력

○ (2020.12.) 통계 개발 후 첫 공표를 위한 일부 지표 변경 및 확정
- 주요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개인
및
기업
특성별
이동
총괄
총괄
이동지표
및 취업
통계결과 개인별, 기업특성별 일자리 이동 표 작성, 취업 후 2년 내 이동 후 2년 간 이동지표
공표내용 지표 작성
분석지표 추가
작성으로 활용도 제고

○ (2021.12.) 2회차 작성에 따른 전년대비 증감분석 및 최신 일자리 DB 연계에 따른 졸
업 후 3년 내 이동 분석지표 추가
- 주요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결과의 활
통계결과 취업 후 2년 내 이동 분석지표 취업 후 3년 내 이동 분석지표 통계작성
용성 제고를 위해
공표내용 작성
추가
분석지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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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통계의 작성 목적

[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진학 등 진로현황 분석을 통해 대학 재학‧졸업생의 진로
지도 및 청년층의 취‧창업 활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조사 및 DB구축,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 수
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제공
○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대학 취업생의 일자리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청년층 고용 및
미래 일자리 지원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주된 활용 분야

○ 교육부 등 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 평가 기준 기초자료로 활용
○ 중앙 및 지방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고등교육기관 교육성과(취업률) 분석을 위
한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
○ 연구기관에서는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과정을 분석하여 인력수급전망, 인적자원개
발 등의 연구에 활용
○ 고등교육기관 예비 진학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각 대학 및 전공별 취업률과 진학
률 등 대학입시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직업계고 취업 통계) 국가 승인통계의 안정적 산출, 공공DB 연계 확대를 통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의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
○ (직업계고 취업 통계) 중등 직업교육정책 수립‧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및 직업계고 학생
의 진로‧취업 설계를 위한 주요 정보 제공

□ 국내외 통계 사전 검토사항

○ 국내 통계
<통계청>
-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통해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 졸
업생의 특성에 맞춘 조사가 아닌 15∼29세 청년층에 대한 경제활동 조사에 해당됨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15일 전국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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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15∼29세를 청년층으로 구분하고 있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는 청년층(15∼29세)의 취업관련 특성을 심
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5월에 부가적으로 조사함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는 최종학교 정보, 직업훈련 경험, 첫
직장정보, 취업경로, 전공일치도, 미취업기간, 미취업 기간 동안 활동상태 등 24
개 항목을 조사함
- 그 밖에 「일자리행정통계」는 각종 행정자료 연계를 통해 일자리 규모 및 증감, 기
업종류, 기업규모, 종사자 규모, 산업별 일자리, 근속기간별 소득분포 등을 조사함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는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
로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별, 직종별, 사업체 규모별, 노동력 수용동향을
조사함
○ 국외 통계
<미국>
- 미국은 국립교육통계센터(NCES)를 두고 인재양성과 관련된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유아, 초중등, 고등교육, 국제 등 다양한 분야에 전수 및 종단연구를 통해 미국과
해외의 교육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 NCES에서 수행하는 여러 조사 중 대
자의 취업통계와 관련한 조사를 통해 미국의 취업통계 조사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학사학위 이수 이후 종단조사(Baccalaureate and Beyond Longitudinal Study; B&B)
· 조사개요 : 미국은 진학, 노동시장 진입 등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학사학위 소
지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B&B)를 실시함. 이 조사는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4년,
10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른 취업 상황의 변동을 추적 조사함
· 조사내용 : 졸업자의 취업, 소득 및 부채상환, 대학원 프로그램 진입 및 지속성
등을 종단 조사함. 그 외 학사학위 소지자의 학부 경험, 인구통계학적 배경, 대학
원 연구 및 업무에 대한 기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조사함
· 조사설계 및 방법 : 고등교육 학생보조 체계조사(NPSAS)에서 최초의 코호트를 추
출함. 최초의 코호트는 1993년 NPSAS 표본에서 중등교육 후 교육과정 졸업반의
학생 약 11,000명을 추출하여 1994년, 1997년, 2003년까지의 종단조사를 시행했
음. 두 번째 B&B 코호트는 2000년 NPSAS에서 약 1만명을 추출하여 2001년에 종
단조사를 실시했고, 세 번째 코호트는 2008년 NPSAS 표본에서 추출하였음. 이렇
게 선정된 약 19,000명의 표본그룹을 대상으로 2009년에 종단조사를 시작했고,
2012년 현재 면담조사 진행 중임. 최근 네 번째 코호트를 2016년 NPSAS에서 추
출하였음
· 결과 발표 :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College Scorecard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하
며, 학사학위 소지자의 졸업 1년 후 취업 및 직업 등을 발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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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영국은 고등교육통계청(HESA)에서 영국의 고등교육에 관한 통계를 생산함. HESA에
서 실시하는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관련 조사는 졸업 6개월 후 시점조사와 3년 6
개월 후 종단조사가 있음. 시점조사인 고등교육 졸업자의 목적지 조사(DLHE)와 종
단조사를 통해 영국의 대졸자 취업통계 조사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1) 고등교육 졸업자의 목적지 조사(Destinations of Leavers from Higher Education; DLHE)
- 조사개요 : HESA는 고등교육 졸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고등교육 졸업자의 목적지
설문조사를 수행함. DLHE조사는 두 단계로 수행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영국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한 인구 조사로서, 졸업 약 6개월 후에 조사됨. 그
리고 두 번째 단계는 졸업자의 목적지를 3년 6개월까지 졸업자가 취업과 학업에
관련하여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종단조사를 수행함
- 조사내용 : DLHE조사는 졸업 후 활동을 취업(full-time/part-time), 일학습병행(work
and further study), 진학, 실업,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함
· 취업관련 조사내용 : 취업처, 취업처 규모, 산업분류, 근무지, 취업 이유, 직업분
류, 예비 혹은 초임교사의 직업교육, 고등교육 경험의 취업(자영업 또는 프리랜
서, 창업) 기여정도, 직위, 취득학위의 조사당시 수행 중인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자격인지 여부 등
· 학업관련 조사내용 : 조사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 교육비 조달방법, 학습양식
(full-time study, part-time study), 고등교육 경험의 향후 진학 기여정도 등
- 조사설계 및 방법 : DLHE 조사는 HESA에 보고된 영국에서 고등교육과정을 마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함. DLHE 조사에서 필요한 졸업자의 인적정보는 고등교
육기관 학생기록 데이터에서 연계 추출하고, 데이터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함. 그러나 이메일 정보가 없는 조사대상자는 전화 또는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함
- 결과 발표 : 조사결과는 HESA 웹페이지를 통하여 조사결과 개요 및 보고서 요약본
을 무료로 제공하나, 상세 보고서는 유료로 제공하고 있음. 그 외 UNISTATS에 데
이터를 제공하여 각 대학의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 학생을
위한 대학 및 전공 선택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며, 종종 신문에 게재된 영국
대학의 리그 테이블에서 사용되기도 함
2) 고등교육 졸업자의 목적지 종단조사(Destinations of Leavers (Longitudinal))
- 조사개요 : DLHE조사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3년 6개월까지 취업 및 진학
등의 활동을 추적 조사함
- 조사내용 : DLHE 조사의 조사항목 외에 추가 자격취득 상황, 현재까지의 경력에
대한 만족도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함. 즉, 현재까지의 경력에 대한 만족, 직업을 갖
게 된 이유, 현재 재직 중인 직업은 어떻게 찾았는지, 자신의 경력에 고등교육의
기여 정도, 진학을 했다면 목표로 했던 자격 유형 등을 조사함. 그리고 고등교육
졸업자의 졸업 6개월 후와 졸업 3년 6개월 후의 변화를 분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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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설계 및 방법 : DLHE 조사에서 응답한 졸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며,
데이터는 DLHE 조사와 동일한 과정으로 수합함
- 결과 공표 : HESA 웹사이트를 통해 조사결과 개요와 보고서 요약본을 무료로 제공
하나, 상세 보고서는 유료로 제공함
<호주>
- 호주는 Graduate Careers Australia(GCA)에서 매년 호주 졸업자 설문조사(AGS)를
실시하여 고등교육 졸업자의 고용 및 진학관련 통계를 작성함. AGS 조사결과는 고
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 학습 및 교수의 품질지표(QILT)를 작성하는데
활용되며, QILT웹사이트에서 대학의 각종 정보를 비교 검색할 수 있어 고등교육
예비생의 대학 선택 및 전공 선택 그리고 미래 직업선택 및 취업지도의 기초 자료
로 활용되고 있음
1) 호주 졸업자 조사(Australia Graduate Survey; AGS)
- 조사개요 : 호주 졸업자 조사는 호주정부의 지원으로 사회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전국적인 조사로서, 고등교육 학위취득 4개월 후 고등교육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및 추가 학습 활동을 조사함. AGS는 졸업자 목적지 조사(GDS)와 졸업자의 교육과
정 경험 조사(CEQ), 대학원 연구경험 조사(PREQ)로 구성되어 있음
- 조사내용 : 취업통계와 관련된 조사는 졸업자 목적지 조사(GDS)로써, 졸업자의 고
용활동 및 취업경로, 급여, 지속적인 연구 및 노동시장 지위, 구직활동, 이전 교육
의 기록과 응답자의 특성 정보를 수집함
- 결과 발표 : AGS의 주요 조사결과는 GCA 웹사이트의 GradFiles와 GradStats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AGS의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례 연구보고서 즉,
GradFiles, GradStats, Graduate Destinations를 발간함
2) 호주 졸업자 종단 조사(Beyond Graduation Survey; BGS)
- 조사개요 : Graduate Careers Australia(GCA)에서 고안된 조사로써, AGS조사에서 응
답한 졸업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3년간 졸업자의 취업분야, 직종, 자격, 주당 평균
근무시간, 취업탐색활동, 급여 등을 추적 종사함
- 조사내용 : 고등교육과정 수료 후 3년간의 고용상황과 추가적인 학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며, 고등교육 경험이 졸업자의 삶에 기여도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함
- 결과 발표 : 조사결과는 GCA웹사이트를 통해 보고서를 제공함. BGS 조사결과는 고
등교육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고,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또
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학생의 전공 선택 및 직업 선택 시 활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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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취업통계 조사 비교>

구분

미국 B&B
호주 AGS
영국 HESA
진학, 노동시장 진입 등 교육 고등교육 졸업자의 고용 및 대학의 재정지원 및 국가 통
목적
- 노동시장 이행 정보 제공 진학관련 통계를 작성
계 제공에 활용
조사대상 학사학위소지자 : 16,320명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 취업처 규모, 산업분
학사학위 소지자들의 직업성 학사학위, 석사학위 소지자들 - 류취업처
, 근무지, 취업 이유, 직업분
과, 교육성과 정보
의 졸업 후 상황
류, 예비 혹은 초임교사의 직
- 졸업 후 진학상황
- 종사상 지위(풀타임/파트)
업교육, 고등교육 경험의 취업
조사내용 - 학위취득소요기간
- 직업분류/산업분류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 창업)
- 직업탐색, 노동시장 이행
- 임금수준
기여정도, 직위, 취득학위의 조
- 직무교육, 노동성과, 직무만 - 졸업 전 활동
사당시 수행 중인 직업을 갖는
족도 등
- 주 전공 등
데 필요한 자격인지 여부 등
NPSAS : 93 모집단으로 확보
→ B&B : 93 12,480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B&B : 93/ 97 11,190명,
표본 설계
B&B : 93/ 03 11,160명
표본조사
전수조사 : 학사 및 석사학위 전수조사 : 학사 및 석사학위
전수조사(개인별)
추적조사
자기 기입식 조사 및 전화 조사
방
- 졸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법 자료수집 - 1차년 : 면접-1년 후(B&B: 93) email, 우편, 전화, 현장조사 - 1차 인터넷, 모바일 등을
- 2차년 : 4년 후 (B&B: 93/ 97)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
(졸업 후 4개월 이후 시점
- 3차년 : 10년 후 (B&B: 93/ 03)
- 미 참여자에 대한 전화 조사
4월30일)
수집 자료는 자료 처리(코딩, 졸업자 조사와 종단조사를 분 졸업 후 6개월 후 조사 후 3
특징 데이터 처리, 가중치 부여 등) 리하여 실시
년 6개월 후 추가 조사
를 통해 비교 분석
‘

‘
‘

‘

‘

‘

‘

‘

‘

‘

‘

고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 HESA 웹페이지를 통하여
고등교육 학습 및 교수의 품 조사결과 개요 및 보고서
Statistics 발간(졸업 후 취
질지표를 작성하는데 활용 요약본을 무료로 제공
업
, 진학상황 등 수록)
조사결과 활용 - On-line 분석 시스템 제공 - 고등교육 예비생의 대학 선 - 상세 보고서는 유료로 제공
택 및 전공 선택 그리고 미 - 예비 학생을 위한 대학 및
- CD_ROM 제공
래 직업선택 및 취업지도의 전공 선택 시 참고자료로
- 세부 분석보고서 발간
기초 자료로 활용
활용
-

매년

Digest of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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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통계의 주요 이용자와 유형별 용도

[

○ (작성기관 내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참고자료로 활용
○ (정부부처) 교육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 교육부 : 시계열 자료, 학과별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정원 배정 및 각종 정책 수립에 활용함
- 고용노동부 : 기업규모별, 산업별 취업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고용정책 수립에 활용함
- 해양수산부 : 해양관련학과 취업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 참고
자료 작성에 활용함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계열 취업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예술정책 수립에 활용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공계 졸업자 취업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추진 관련 자
료 작성에 활용함
○ (국회 및 정부산하연구기관) 국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 각 기관 성격에 맞춘 정책 수립 및 연구 설계를 위해 취업통계 자료 활용함
○ (대학 및 연구소, 산업계) 대학·연구소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진로 상담 기초
자료로 활용, 산업계에서는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구성 및 구인·구직 사이의 인
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 취업통계 자료 이용 내역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취업통계 자료집, 연도별/체계별 주요지표 등의 접속
횟수, 경로, 다운로드 수 등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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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 의견수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만족도 조사

[

○ 목적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작성자의 요구 파악 및 의견 수렴
○ 대상：2021년 취업통계조사에 참여한 취업통계담당자 495명
○ 내용 : 조사와 시스템, 조사 문의 응대 관련 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총 9개 문항
○ 만족도 조사 결과

□ 전문가 자문

○ 취업통계조사 지침개선 사항 검토 의뢰
- 내용 : 2021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지침 검토
- 일시 : 2021. 2. 26. ~ 3. 3.
- 검토자 : 외부전문가 3명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개선 의견 수렴 협의회 개최
- 내용 : 취업통계 조사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 일시 : 2021. 11. 23. ~ 11. 24.
- 참석인원 : 외부전문가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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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 전문가 자문 실시

[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지침(안) 검토 요청
- 일시 : 2021.03.08.(월)∼03.12.(금)
- 검토내용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지침(안) 검토
- 검토요청기관 : 강원도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광주
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
육감, 서울특별시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
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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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계 설계
1. 통계작성 기획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통계작성대상, 포괄범위 및 기준시점

[

○ 통계작성대상은 조사대상년도 기준, 전국의 전년도 후기(8월) 졸업자와 당해 연도 전기(2
월) 졸업자가 있는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자 전수이며, 조사 기준시점은 매년 12월
31일임
- 졸업자의 인적정보는 조사대상년도 7월, 신입생정보조사는 조사대상년도 다음해 2월,
취업정보는 조사대상년도 다음해 4월에 진행함
예시> 2020.12.31. 기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조사대상 : 2020년 전기(2월) 2019년 후기(8월) 전국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 조사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조사시기
· (1차 사전조사) 졸업생 인적정보 : 2020년 7월 13일 ∼ 7월 22일
· (2차 사전조사) 신입생정보 : 2021년 1월 25일∼ 2월 10일
· (본조사) : [학교조사] 2021년 4월 1일 ∼ 4월 30일
[검증 및 공공DB 추가 연계] 2021년 5월 1일 ∼ 11월 30일
- 결과발표 : 2021년 12월 말

<

○ 졸업자의 인적정보 및 취업정보를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함
- 졸업자 인적정보 항목
구분

No
1

대학 및
전문대학

2
3
4
5
1
2

일반대학원

3
4
5

항목명
학교코드
본분교코드
단과대학코드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교코드
본분교코드
단과대학코드
단과대학명
전공코드

No
6
7
8
9
10
6
7
8
9
10

항목명
학과코드
학과명
학과소분류명
주야간구분
개인식별키
전공명
세부전공명
주야간구분
학번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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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항목명
학번
성명
성별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성별
개인식별키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No
16
17
18
19
16
17
18
19
-

항목명
이메일주소
입학연월
졸업연월
외국인유학생여부
-

입학연월
졸업연월
외국인유학생여부
취득학위
-

-

졸업생 취업정보 항목
구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자

교외취업자
교내취업자
교내취업자
(TLO사업)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진학자

(
(

취업
불가능
자

국내)전문대학/대학/대학원
국외)전문대학/대학/대학원
입대자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기타
미상
의료급여수급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제외인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정자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세부 정보
-

계약시작일/계약종료일/
근무형태/주당근무시간
-

국가명/회사명/비자여부/
비자유형/계약시작일/계약 한국산업인력공단DB연계 및
종료일/근무형태/주당근무
학교 추가 입력
시간
학교 자체조사
각 항목별 실적 유형
학교 자체조사
최종결과 발표 시( 21.12)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DB연계 결과 배포
신입생정보조사를 통해
학교명, 본분교명
구축된 진학자 DB연계, 학교
추가 입력
학교명, 국가명
학교 자체조사
병무청 DB연계
및 학교 추가 입력
학교 자체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DB연계
학교 자체조사
학교 자체조사
학교 자체조사
학교 자체조사
최종결과 발표 시( 21.12)
보건복지부DB연계 결과 배포
학교 자체조사
학교 자체조사
‘

‘

-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WFK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DB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DB연계,
세부정보 입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DB연계

-

사업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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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인정 심의 결과 적용
학교 자체조사

학교 자체조사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DB연
계

□ 자료의 시의성 및 수집 가능성

○ 국세청에서 연계받는 1인창(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
고)에 따라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
게 되어있어, 국세청의 자료 생산이 완료된 시점은 조사대상년도 다음해 9월 말임
○ 이에 국세청에서 자료 생산이 완료된 이후 투입자료를 제공받아 집계 및 분석을 하는
가공통계의 특성상 조사기준일로부터 시의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원시자료를 제
공받는 즉시 통계를 분석·작성·발표하고 있어 시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음
예시> 2020.12.31. 기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조사대상 : 2020년 2월 및 2019년 8월 전국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 조사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조사시기
· 인적정보 : 2020년 7월 13일 ∼ 7월 22일
· 신입생정보 : 2021년 1월 25일∼ 2월 10일
· 취업정보 : (1차 공공기관DB연계) 3월 1일 ∼ 3월 31일
※ 1차 공공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병무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등등
[학교조사] 2021년 4월 1일 ∼ 4월 30일
[2차 공공기관DB연계] 5월 1일 ∼ 8월 31일
※ 2차 공공기관 :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등
[국세청DB연계] 2021년 10월 1일 ∼ 11월 30일
- 결과발표 : 2021년 12월 말

<

○ 본 통계는 통계법 외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통계로서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
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병무청 등)과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원데이터를 제공받고 있어
자료의 수집이 용이함
<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ㆍ직원ㆍ
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
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3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
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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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통계작성대상, 포괄범위 및 기준시점

○ 통계작성대상은 조사대상년도 기준, 전국의 당해 연도 전기(2월) 졸업자가 있는 전국
직업계고의 졸업자 전수이며, 조사 기준시점은 매년 4월 1일, 10월 1일 임
예시> 2021년 기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및 유지취업률조사
- 조사대상
기준일
조사대상
조사내용
21년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4월 1일
20년 직업계고 졸업생
20년 2차 유지취업률
21년 직업계고 졸업생
21년 1차 유지취업률
10월 1일
20년 직업계고 졸업생
20년 3차 유지취업률
- 조사기준일 : 2021년 4월 1일 // 10월 1일
- 조사시기
· 조사대상 : 2021년 1월 ~ 4월
· 1차 공공DB 연계(4월 1일 기준) : 2021년 5월 ~ 7월
· 데이터 검증 및 분석(4월 1일 기준) : 2021년 8월 ~ 10월
· 2차 공공DB 연계(10월 1일 기준) : 2021년 10월 ~ 12월
· 데이터 검증 및 분석(10월 1일 기준) : 2021년 11월 ~ 12월
- 결과발표 : 2021년 12월 초(4월 1일기준) // 차년도 2월(10월 1일 기준)

<

‘
‘

‘

‘

‘

‘

‘

○ 졸업자의 인적정보 및 취업정보를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함
- 졸업자 인적정보 항목

학교
정보

학과
정보
학생
정보

구분
학년도
시도명
학교명
소속교육청명
설립명
남녀 구분
주야 구분
학교명칭 변경여부
명칭변경 전 학교명
학교 유형
학과(전공)명
성명
인적정보
학년
반
성별
외국인유학생 여부

세부 정보
조사대상 학년도
학교가 소속된 서울, 부산, 대구 등 17개 시도명
조사기준일 당시 학교명
해당 학교가 속해 있는 관할 시도교육청명
국립, 공립, 사립 구분
남, 여, 공학 구분
주간, 야간, 주/야간 구분
Y/N

명칭변경 이전 학교명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구분
NEIS 시스템에 등록된 학과(전공)명
성명
인적정보 13자리
학년
반
남, 여 구분
Y/N(인적정보 7번째 자리 5,6,7,8로 자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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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생 취업정보 항목

구분
세부 정보
보험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가입자 여부(Y/N), 취업처 정보, 소득정보
가입 고용보험가입자 가입자 여부(Y/N), 사업장 정보, 소득정보,
근로시간, 계약직여부
자
취업자
해외취업자
취업 여부, 취업 국가명, 취업 회사명, 비자 유무

연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농림축산식품부
종사 여부(Y/N)
산림청
해양수산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진학 여부(Y/N), 학교명, 본·분교 구분 고등교육법 외 타법령
설치 및 운영 교육기관
입대자 여부(Y/N), 입대유형
병무청
사망자 여부(Y/N)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여부(Y/N)
(인적정보로 확인)
해외봉사 여부(Y/N)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장애인 여부(Y/N)
보건복지부
수형자 여부(Y/N)
대한상공회의소(HIFIVE)
장기입원 및 진료 여부(Y/N)
대한상공회의소(HIFIVE)
공공 DB 미등록으로 인해 취업, 진학,
입대자, 제외인정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농림‧어업종사자
진학자

진학자

입대자

입대자
사망자
외국인유학생
해외봉사단
장애인
수형자
장기입원자
(6개월 이상)
미취업자

제외
인정자
미취
업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 통계작성대상, 포괄범위 및 기준시점

[

○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자 중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
험 직장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주된 일자리를 추적하는 패널(종단면) 분석형으로 작성
1) 전문대학, 대학(각종대학, 4년제),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능대학, 일반대학원
2)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1)

2)

예시> 2019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 (졸업기준) 작성기준년(t) 대학졸업자(t년 2월 졸업자, t-1년 8월 졸업자)
· 19년 졸업자: 19년 2월 및 18년 8월 졸업자
- (이동기준) 작성기준년(t) 12.31. 일자리 → 익년(t+1) 12.31. 일자리
· 19년 졸업·취업생의 20년 일자리 이동
- (공표시기) 작성기준년 익익년 12월말
· 19년 졸업 기준 공표: 21. 12월말
※ 졸업 기준년을 t로 표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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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의 시의성 및 수집 가능성

○ 통계청 일자리 DB 가 구축(일자리 기준년 익년 11월)된 후 전년도 졸업자의 일자리 이동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분석이 가능하므로, 공표는 최대한 당겨 졸업자 기준 익익년 12
월말이 됨
*
사회보험자료(국민·건강·고용·산재), 국세자료(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인세·지급명
세서 등), 직역연금자료(공무원·사학 등) 등 30여종의 행정자료로 연계·구축
*

2. 수집자료의 포괄성 및 타당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자료의 포괄성, 타당성 및 신뢰성 검토

[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모든 졸업 후 상황을 포함하기 위해 부문별로 다양한 자료를 활
용하고 있음
- 지표 산출에 필요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병무청
등의 자료를 통해 수집하며, 이 외에 학교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진학자 등)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누락
이 없도록 함
○ 수집한 자료는 지표 산출 전 오류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통계지표의 신뢰성을 확보함.
- 취업자 주요 항목(건강보험가입자수, 해외취업자수, 1인창(사)업자수, 프리랜서수
등)에 대해 전년대비 변화폭을 산출하여 신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는 각종 증빙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오류를 검증하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전수를 조사하는 국내 유일
통계로 통계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합함

□ 자료의 문제점 및 한계점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취업자, 진학자 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으나,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기타’로 표현하고 미취업 실태에 대한 상세 정보가 부
족한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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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념 및 용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주요 개념 및 용어 – 취업정보항목

[

구분

세부항목
정의
교외취업자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학교법인 및 관련 기관에 1년
건강보험 교내취업자 이상 계약하고, 계약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받는 자
직장가입자
* 최저임금: 20년 1,795,310원, 21년 1,822,480원
교내취업자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중
(TLO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하는 일자리사업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해외 국가에서 주
해외취업자
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
농림어업종사자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조사기준일
졸업 이후부터 조사기준일까지 개인작품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자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 (국세청) 2020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2020년 연간 사업소득액의
1인 창(사)업자
합계가 472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자
-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자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국세청DB에서
프리랜서
2020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5,385,930원 이상으로 확인 된 자
전문대학 조사기준일 당시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
대학 기관*으로 진학한 자
국내
* 대학(대학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
대학원
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국외
대학 조사기준일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규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대학원
입대자
조사기준일 당시 군 입대자
의료급여수급자 조사기준일 당시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
여자군인중임관전훈련생 조사기준일 당시 여자군인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훈련생 신분인 자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종교지도자 양성관련학과로 인정된 학과의 졸업자
졸업자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조사기준일 당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생
교육대상자
경찰공무원 채용 후보자 조사기준일 당시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교육훈련생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 후보자 조사기준일 당시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교육훈련생
중 훈련생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체류자 중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에서 인정하는
WKF사업 참여자
KOICA 봉사단(일반, 국제개발전문, 프로젝트), NGO 봉사단 참여자
* KOICA 경력사다리 1단계에 포함되며,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봉사단에 한정
‘

취업자

진학자

제외
인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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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취업
불가
능자

세부항목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기타
미상

정의

조사기준일 당시 수형중인 자
조사기준일 당시 사고 및 질병, 여타의 사유로 사망한 자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 이주신고를 통한 이민출국자 및 현지이주자
조사기준일 당시 6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환자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 진학, 입대, 취업불가능, 미상, 제외인정자에 해
당하지 않는 자
조사기준일 당시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자

□ 주요 개념 및 용어 - 주요 산출 공식

○ 취업률(%) = (취업자 /취업대상자 ) × 100
1)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해외취업자 + 농림어업종사자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
1인 창(사)업자 + 프리랜서
1)

∙

2)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교외취업자) + 교내취업자(TLO사업 참여자 포함)

취업대상자: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제외인정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제외인정자: 의료급여수급자 +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 WFK사업 참여자
∙ 취업불가능자: 수형자 + 사망자 + 해외이민자 +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

○ 진학률(%) = (진학자/졸업자)×100
차 차 차 차 기준일까지 유지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유지취업률(%) =
조사기준년 월 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1차 유지취업자 : 조사기준년 12월, 다음해 3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자
- 2차 유지취업자 : 조사기준년 12월, 다음해 3월･6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자
- 3차 유지취업자 : 조사기준년 12월, 다음해 3월･6월･9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자
- 4차 유지취업자 : 조사기준년 12월, 다음해 3월･6월･9월･11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자
1

(2

, 3

, 4

)

12

31

100

※ 기준일에 맞추어 졸업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시키는 등의 우려가 있어 산출기
준일은 공개하지 않음
※ 1~4차 유지취업률은 취업통계 조사결과 최종 공표 시 일괄 공시됨

□ 국제기준 또는 국내기준과의 비교

○ 국제 기준으로는 미국, 호주에서 조사하는 취업통계조사, 국내에서는 통계청에서 수행하
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 가능하나, 조사 대상자의 범위와 지표 정의의 차이로 인해
지표 수준의 비교보다는 변화 추이의 비교가 유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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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B&B

호주 AGS

경제활동인구조사

세 취업자) / (16∼64 (15∼64세 취업자) / (15∼64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 (16∼64
세 인구) × 100
세 인구) × 100
× 100
- 설문조사 기준 1주 동안
급여 또는 이익을 위해 - 정규직 : 주당 평균 38시 - 조시대상 기간에 수입을
일한 자(정규직, 파트타임, 간 근무자로 정규직, 정기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임시근로자 포함)
간 계약직을 포함
한자
※ 병가, 휴가, 악천후, 노동
※ 단, 특정 직업이나 산업
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운
분쟁 또는 다양한 개인
에 종사하는 직원의 실 - 영하는
사업체의
적 사유로 인해 정규직
근무시간은 고용주와 합 수입을 농장이나
위하여 주당 18시
에
일시적으로
결근
한
의하에
결정
취업자
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종
경우도 포함
- 기간제 : 주당 평균 38시
-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운영
간 미만 근무자로 상근 근 - 사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
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무자를 의미함
일시적인 병,
최소 15시간의 무급 근무를 - 임시직원 : 업무 보장시간 고사고있으나
, 연가, 교육, 노사분
한 자(무급 가족 근로자)
이 없고 비상근 근로자로 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
- 자신의 사업, 직업, 무역 또
서 병가, 연차휴가가 지급 한 일시 휴직자
는 농장에서 이익이나 수수 되지 않음
료를 받고 일하는 자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주요 개념 및 용어 – 취업정보항목

구분
정의
인정범위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
보 건강보험(직장 조사기준일 당시 국내 사업장에서 건 - 장가입
) DB에 등록된
험
)
- 건강보험 (직장)가입된 직업군
가 가입자 강보험(직장)에 가입되어 있는 자
인(장교 및 부사관)
취 입자 고용보험가 조사기준일 당시 국내 사업장에서 고 조사기준일 당시 고용보험 DB에
업
입자 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등록된 자
조사기준일 당시 합법적으로 취업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DB에
자
해외취업자 능한 비자를 취득하고, 해외 사업장에 등록된 자
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자
당시 농림업 또는 어업을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
농림‧어업종사자 조사기준일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산부 DB에 등록된 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자 DB에
조사기준일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등록된 자
진학자
진학자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
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 병무청 입대자 DB에 등록된 자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 및 진학자가 아 - 징집(현역병), 모집병(지원병),
입대자
입대자
닌 자 중 병역에 복무중인 자
보충병(사회복무요원, 산업기
능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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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망자

정의
인정범위
조사기준일 당시 사고 및 질병, 여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자 DB에
사유로 사망한 자
등록된 자
당시 해외 국적을 소지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째
외국인유학생 조사기준일
고 있는 자
자리가 5~8에 해당하는 자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에 체류하며 봉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
해외봉사단
제외
사하는 자
단 DB에 등록된 자
장애인
조사기준일 당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보건복지부 장애인 DB에 등록된 자
인정자
HIFIVE에 수형자로 등록되고, 수
수형자
조사기준일 당시 수형 중인 자
형기간(조사기준일 포함)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장기입원자 조사기준일 당시 6개월 이상 장기 진 HIFIVE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6개월 이상)
료가 필요하여 입원 치료 중인 자
로 등록되어 있는 자
조사기준일 당시 경제 활동이 가능하지 공공 DB 미등록으로 인해 취업,
미취업 미취업자 만 미취업 상황에 있거나, 또는 공공 DB 진학, 입대자, 제외인정자에 해당
자
미등록으로 인해 졸업 후 상황(활동)에 하지 않는 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자

□ 주요 개념 및 용어 - 주요 산출 공식
○ 취업률(%) = 졸업자-(진학자+취업자
입대자+제외인정자*) ×100
*

사망자, 외국인유학생, 해외봉사단, 장애인, 수형자, 장기입원자(6개월 이상)

○ 유지취업률(%) =

조사기준일(4.1.) 당시 건강보험(직장) 또는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중
10.1. 기준 가입 확인된 취업자
조사기준일(4.1.) 당시 건강보험(직장) 또는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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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 주요 개념 및 용어

[

구분
일자리

주된 일자리
일자리 이동
이동(이직)자
이동률

정의
기업(사업체)에서 임금, 비임금근로 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filled
employment position)

근로자별 단일 일자리 또는 복수 일자리를 보유한 경우 임금, 근속기간 등 우선순위
기준에 의해 선정된 일자리
* 일자리 이동 작성을 위해 근로자별 일자리를 1:1로 선정함
근로자별 기준시점(t)과 비교시점(t+1) 간 주된 일자리의 이동(job-to-job flows)
* 주된 일자리의 이동 기준은 동일기업 유지 여부에 따름
기준년도(t)와 비교년도(t+1) 기업체 간 이동(이직)이 발생하여 비교년도(t+1)의 주된
일자리가 기준년도(t)와 달라진 사람
이동 지표들에 대한 비율로 분모에는 기준년도(12.3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수(취업
자)를 사용함
* 이동률 = [비교년도(t+1) 이동(이직)자수] / [기준년도(t)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수] × 100

4. 적용 분류체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학과분류체계(「2020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2020)」적용)

[

○ 통계결과 발표 시 각 학제에 맞춰 전공 분류에 따른 결과를 발표함
- 전문대학(기능대학, 각종학교 포함) : 대분류(7개), 중분류(31개), 소분류(76개)
-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 : 대분류(7개), 중분류(35개), 소분류(121개)
- 일반대학원 : 대분류(7개), 중분류(35개), 소분류(118개)

□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체계(2016.9.30.제정, 통계청 고시 제2016-322호 적용)
○ 2018년 이후 발표된 자료에는 통계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한국표준교육분류의 대분류
로 구분에 맞춰 졸업 후 상황 결과를 발표함
-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은 대분류(11개), 중분류(29개), 소분류(81개)로 구성되어 있
는데, 기 발표하던 학과분류체계(「2020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2020)」)와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체계를 매핑하여 발표함

□ 국제표준교육영역분류 일부 반영

○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은 국제표준교육영역분류(ISCED-F 2013)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큰
차이는 없으나, 일부 분류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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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비중이 큰 교육영역을 별도의 코드로 분류한 경우
- 국내 특수성 반영 국제표준교육영역 분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나라 현
실에 맞지 않는 경우 국내 특수성에 맞게 수정함
-

:

<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와 국제표준교육영역분류(ISCED-F 2013)의 소분류 비교 >
ISCED-F 2013

0212
0213
0214
0215
0216
0413
0414
0415
0416
0417

패션디자인, 인테리어 및 산업
디자인
미술
공예
음악 및 공연예술
(없음)
경영 및 행정
마케팅 및 광고
비서 및 사무
무역 및 매매
직무능력

0212
0213
0214
0215
0216
0413
0414
0415
0416
0417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패션디자인
인테리어 및 산업디자인
미술
공예
음악 및 공연예술
경영
행정
마케팅 및 광고
비서 및 사무
무역 및 매매

비고

코드 세분화
코드 세분화
코드 통폐합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체계(2016.9.30.제정, 통계청 고시 제2016-322호 적용)

[

○ 21년 해당 전문가를 통해 직업계고 학과와 통계청 고시 제2016-322호 분류체계 매핑하
여 취업통계결과를 발표함. 매년 신규학과 발생 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업데이트 예정.
- 대분류(11개), 중분류(29개), 소분류(81개)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분류체계

○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직업계고 학과 커리큘럼을 제공을 받아 교과목에 대한 NCS를 분
석하여 직업계고 학생 직무능력 통계표 자료를 발표함
- 대분류(24개), 중분류(80개), 소분류(257개)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제10차)

○ 직업계고 취업자의 취업처 대상으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취업처별 10차 한국산업
분류 데이터를 제공받아 직업계고 취업통계 산업유형별 통계자료를 발표함
- 대분류(21개), 중분류(77개), 소분류(2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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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개편의 적절성

□ 통계작성 승인 및 승인변경 내역
연월

2004.3.
2005.1.
2006.3.
2007.2.
2008.3.
2009.2.
2010.3./2010.6.
2011.2./2011.8.
2012.3.
2013.10.
2015.3.
2017.6.
2018.12.
2019.12.
2020.3
2020.7.
2020.10.
2021.04.
2021.11.

주요내용
통계작성 승인(승인번호 제 334003호)
조사내용 세분화, 데이터 검증방법 변경
조사대상 확대(일반대학원), 조사항목 변경 및 추가
조사항목 변경 및 추가
조사항목 변경 및 추가
조사항목 변경 및 추가
조사명칭, 조사기준일, 조사방법, 지침, 산출지표, 조사항목 등 전면 개편
(대학에서 직접 조사에서 건강보험DB연계로 변경함에 따라 전면 개편)
조사대상 확대(폴리텍 대학 등), 조사항목, 산출식 변경
연 2회 조사로 확대됨에 따라 조사명칭, 조사기준일, 조사항목, 산출지표 등 전면 개편
(건강보험DB 외 국세청DB 추가 연계함에 따라 조사기준일 및 조사항목을 포함한
조사 전면 개편)
유지취업률 조사 횟수 확대(2회→4회)
조사항목 변경 및 추가
연 1회 조사로 변경하고, 조사항목 추가
통계 공표안 변경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을 반영하고, 취업 상세 내용을 반영한 통계 공표안으로 변경)
조사항목 추가(국가기술자격증 취득내용)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신규조사 추가
‘졸업자 일자리이동통계’ 신규조사 추가 및 통계청 공동작성에 따른 승인번호 변경
(제920024호)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항목 삭제 및 1차 유지취업조사 기준일 추가, 조사
항목 명칭변경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표 분류체계 추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2차 유지취업조사 내용 추가

○ (2019.1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항목 추가
- 주요내용
구분

통계결과
공표내용

변경 전
- 졸업자(계, 외국인유학생)
- 취업자(건강보험가입취업자(교내
취업자 포함), 해외취업자, 농림
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 종사
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
자, 제외인정자, 기타, 미상
- 취업률
- 취업현황의상세내용(기업유형별,
월평균 임금, 취업준비기간에 따
른 건강보험직장가입률 등)
- 진학률
- 유지취업률
- 한국표준교육분류별 취업률,
진학률, 유지취업률

변경 후
- 졸업자(계, 외국인유학생)
- 취업자(건강보험가입취업자(교
내취업자 포함), 해외취업자, 농
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 종
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
자, 제외인정자, 기타, 미상
- 취업률
- 취업현황의상세내용(기업유형별,
월평균 임금, 취업준비기간에 따
른 건강보험직장가입률 등)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내용
- 진학률
- 유지취업률
- 한국표준교육분류별 취업률,
진학률, 유지취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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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년 국가기술자격
증 추가 수집(연계)
에 따른 고등교육
기관 졸업자, 취업
자의 자격증 취득
현황 항목 추가
‘

19

○ (2020.3.)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신규 조사 추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 및 직업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통계조사 추가로 인한
추가
통계조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상위통계 명칭 신설 등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 (2020.7.)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신규 조사 추가
- 주요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통계명]
통계명]
-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 및 직업
-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 및
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직업계고
) 졸업자 취업통계
통계 조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추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통계작성기관]
[통계작성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
[

변경 사유

졸업자명부 및 일자리
DB 공유를 통한 양 기
관 공동작성을 통해 대
졸자의 취업 및 일자리
지원 수립에 필요한 통
계 정보 제공 확대

○ (2021.04.)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분류체계 추가
구분

공표내용

변경 전
취업현황의 상세내용(지역별, 학
교유형별, 종사자규모별, 근로지
역별 등)
- 유지취업현황(학교유형별, 시도별)
-

변경 후
취업현황의 상세내용(지역별, 학
교유형별, 종사자규모별, 근로지
역별, 교과군별, 교육분류별, 산
업분류별 등)
- 유지취업 현황(학교유형별, 시도
별, 교과군별, 교육분류별, 산업
분류별)
-

- 45 -

-

변경 사유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표 분류체계 추가
로 인한 변경요청

Ⅳ. 자료수집
1. 자료수집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자료수집 체계

[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 및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정보
자료제공기관 작성형태 입수시기
자료기준일
졸업자 정보
고등교육기관
가공
n년 7 월
n년 12.31.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공 n+1년 3월 n년 12.31.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중 교내취업자 고등교육기관
조사 n+1년 4월 n년 12.31.
고용보험가입자
한국고용정보원 가공 n+1년 3월 n년 12.31.
TLO 사업참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공 n+1년 3월 n년 12.31.
고등교육기관
조사 n+1년 4월 n년 12.31.
농림어업종사자
농림축산식품부 가공 n+1년 5월 n년 12.31.
해양수산부
가공 n+1년 5월 n년 12.31.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고등교육기관
조사 n+1년 4월 n년 1.1.∼12.31.
국세청
가공 n+1년 10월 n년 1.1.∼12.31.
1인창(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가공 n+1년 3월 n년 12.31.
프리랜서
국세청
가공 n+1년 10월 n년 1.1.∼12.31.
한국산업인력공단 가공 n+1년 3월 n년 12.31.
해외취업자
고등교육기관
조사 n+1년 4월 n년 12.31.
고등교육기관
가공 n+1년 2월 n년 12.31.
진학자
고등교육기관
조사 n+1년 4월 n년 12.31.
병무청
가공 n+1년 3월 n년 12.31.
입대자
고등교육기관
조사 n+1년 4월 n년 12.31.
사망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공 n+1년 3월 n년 12.31.
해외봉사자
외교부, KOICA 가공 n+1년 3월 n년 12.31.
의료급여수급자
보건복지부
가공 n+1년 7월 n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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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 정보
자료제공기관
출입국기록
법무부
해외이민자
고등교육기관
수형자
고등교육기관
6개월이상 장기입원자
고등교육기관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고등교육기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고등교육기관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고등교육기관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고등교육기관
※

조사 기준년을 n년으로 표기

작성형태 입수시기
가공 n+1년 5월
조사 n+1년 4월
조사 n+1년 4월
조사 n+1년 4월
조사 n+1년 4월
조사 n+1년 4월
조사 n+1년 4월
조사 n+1년 4월

자료기준일
n-1년 6.∼
n+1년 2.
n년 12.31.
n년 12.31.
n년 12.31.
n년 12.31.
n년 12.31.
n년 12.31.
n년 12.31.

□ 자료 수집 연계 과정

○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자 인적정보(전공, 학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받아 유효
성을 검토함
○ 조사수행기관(KEDI)에서는 졸업자 인적정보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각 연계기관(건보, 산
인공, 병무청 등)에 협조요청 공문(요청 데이터 항목 표기)과 졸업자 개인별 고유키를
제공함
○ 각 연계기관에서는 제공받은 개인별 고유키와 보유하고 있는 고유키를 매칭하여 데이터
유무를 파악하고, 공문과 함께 데이터를 제공함
- 매칭 데이터가 있는 경우 개인별 고유키와 보유하고 있는 상세 데이터를 제공
- 매칭 데이터가 없는 경우 개인별 고유키와 보유데이터 없음으로 표기하여 제공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는 국가 승인통계(제920024호)로 통계법 및 고등교
육법에 근거하여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음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
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통계법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
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
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
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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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
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
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3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
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
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 통계 작성목적 부합 여부 및 한계점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들은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졸
업자들의 졸업 후 상황을 대부분 포함하여 통계 작성목적에 부합됨
○ 다만,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한해 연계 받고 있는 상세정보를 국세청에서 연계 받는 1
인창(사)업자, 프리랜서 항목의 상세정보로 확대된다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진
학 등 진로 현황 분석 자료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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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 및 자료 수집 방법
[

연계항목
연계기관
학교, 학과정보
각 시도 교육청
졸업자 정보
NEIS
건강보험(직장)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가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진학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병무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대자
사망자
외국인유학생
NEIS
해외봉사단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장애인
보건복지부
수형자
대한상공회의소
(HIFIVE)
장기입원자(6개월 이상)
미취업자
-

작성형태
가공
가공
가공

입수시기
매년 1월∼2월
매년 3월
매년 5월 / 10월

가공
가공

매년 5월 / 10월
매년 5월

연계기준일
매년 4월 1일
매년 4월 1일
매년 4월 1일
/ 10월 1일
매년 4월 1일
/ 10월 1일
매년 4월 1일

가공

매년 5월

매년 4월 1일

가공
가공
가공
가공
가공
가공
가공
가공
가공
가공
가공
가공

매년 5월
매년 5월
매년 5월
매년 5월
매년 5월
매년 5월
5월 / 10월
매년 5월 / 10월
매년 3월
매년 6월
매년 6월
매년 6월

매년 4월 1일
매년 4월 1일
매년 4월 1일
매년 4월 1일
매년 4월 1일
매년 4월 1일
매년 4월 1일
/ 10월 1일
매년 4월 1일
매년 4월 1일
매년 4월 1일
매년 4월 1일
매년 4월 1일

-

-

-

□ 자료 수집 연계 과정

○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졸업자 인적정보(전공, 학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받
아 유효성을 검토함
○ 조사수행기관(KEDI)에서는 졸업자 인적정보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각 연계기관(건보, 산
인공, 병무청 등)에 협조요청 공문(요청 데이터 항목 표기)과 졸업자 개인별 고유키를
제공함
○ 각 연계기관에서는 제공받은 개인별 고유키와 보유하고 있는 고유키를 매칭하여 데이
터 유무를 파악하고, 공문과 함께 데이터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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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데이터가 있는 경우 개인별 고유키와 보유하고 있는 상세 데이터를 제공
- 매칭 데이터가 없는 경우 개인별 고유키와 보유데이터 없음으로 표기하여 제공
-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는 국가 승인통계(제920024호)로 통계법 및 초중등교육
법에 근거하여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음
□ 통계 작성목적 부합 여부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들은 우리나라 직업계고의 졸업 후
상황을 대부분 포함하여 통계 작성목적에 부합됨

2. 수집자료 처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수집 자료의 처리과정

[

○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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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정비
조사대상 배포 및 인적정보 수합

조사지침 및 도구 정비

고등통계자료와 비교검증
고등교육기관 자료 조사를
통한 진학자 DB 생성
연계기관 DB연계(1차 공공DB)
연계기관별 DB정비
*전년도와 시계열비교

조사변동사항 적용
학교조사 DB정비

조사지침 검토(대학담당자)
조사프로그램 테스트(대학)

①
②

조사자료‧프로그램 배포
*조사진행 문의응대

조사시스템 자체검증
②대학담당자 자체검증
①

각 대학 제출자료 수합
각 대학 제출항목 형식검증
대학 증빙자료 전수 검증
외부 전문가 활용 검증(1차)
*관련분야 종사자 및 교수 등

연계기관 DB자료 비교 검증

검증결과자료
생성‧학교확인(1차)
대학 이의신청‧확인자료 검증
외부전문가 활용 검증(2차)
*관련분야 종사자 및 교수 등

연계기관 DB연계(2차공공DB)
검증결과자료
생성･학교확인(2차)
연계기관 DB연계(3차 공공DB)
연계기관 DB연계(4차 공공DB)

현장점검 실시
검증결과자료
생성‧학교확인(최종)

결과파일 생성
①

보도자료 발표(12월)

대학알미리, KOSIS 자료제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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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발간(연보 등)

③

□ 미수집 자료의 처리방법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으
며, 수행 과정 중 누락되는 자료가 없음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진행과정
[

□ 미수집 자료의 처리방법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직업계고 졸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 과정 중 누락되는 자료가 없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 수집 자료의 처리과정

[

○ 최적의 통계생산 절차를 검토하고, 원 행정자료 품질 향상 및 자료 간 연계율을 높여
행정통계의 정확성 제고
- 연계키(종사자고유번호, 종사상지위, 기업체/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한 행정자료간 연계·
결합 등 통계처리 과정을 거쳐 통계지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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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졸업자 DB 구축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대상
졸업자와 일자리 DB 간 연계검토

변동사항 적용 및
작성지침 정비

졸업자별 주된 일자리 DB
작성 및 연도별 DB 연계
* 일자리 이동자 생성
통계 분석용 DB 구축
* 전년도와 시계열비교
집계자료 생성 및 수준분석
결과자료 생성(최종)

보도자료 발표(12월)

①

공동작성기관간 데이터수 검토

②KOSIS

자료제공(익년1월)

공동작성기관 간 내용검토

③MD

자료 추출(익년1월)

□ 미수집 자료의 처리방법

○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들을 모두 통합한 자료로 행정자료 특성상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
는 집계에서 제외하고 작성

4. 현장조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현장 조사 내용

[

○ 1차 공공DB연계(국민건강보험공단, 병무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이후 공공DB가 연계
되지 않은 졸업자에 한해 취업 및 학과담당자가 직접 조사를 수행함
○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현장 조사를 수행한 경우 관련 정보
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함께 수집함

취업자

구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증빙자료
교외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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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단,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사업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출

구분

증빙자료
제출

교내취업자
교내취업자 TLO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국내)전문대학/대학/대학원
진학자
(국외)전문대학/대학/대학원
입대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제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인정자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취업불가능자
기타
미상

비고
고용계약관련 서류 제출,
급여관련 서류 구비
미연계자에 한하여 제출
미연계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구비
구비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미연계자에 한하여 구비
미연계자에 한하여 제출

-

□ 현장조사 준비 및 안내

○ 조사개요 및 조사항목별 지침, 조사시스템 사용 안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온‧오
프라인 배포

[지침 및 프로그램 매뉴얼]

[브로슈어]

○ 온라인 연수를 통한 교육훈련
조사명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일시
2021.4.1.

교재

강사

방법
교육자료 담당직원 온라인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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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내용
전년대비 변경사항 안내
조사지침 안내
프로그램 사용방법 안내

-

교육자료 및 연수 녹화 영상 편집본은 온라인 배포

취업통계조사 계획 및
주요 변동사항]

[

취업통계 조사지침]

[

시스템사용안내]

[

□ 현장 조사 방법

○ 현장조사는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는 취업통계조사시스템에 입력함

[

취업통계 조사시스템 조사결과 개별등록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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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내검

○ 입력결과 내검
- 기초자료는 엑셀 또는 GUI 방식으로 입력하고, 프로그램 업로드 과정에서 기초적인 전
산 내검 절차를 거침.(누락 정보 유무, 코드 매치 유무, 조사 내용의 정합성 여부 등)
구분
1
2
3

년도 취업통계조사 프로그램을 통한 형식검증 주요 내용 >

< 2020

검증내용
등록된 조사회차, 학교코드, 본분교코드, 주야간코드 자동 확인
취업구분 누락 검증, 취업구분으로 가능한 코드여부 확인
교내취업자, 해외진학자, 해외취업자 입력 항목 누락 검증

⋮

-

⋮

전산 내검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조사원이 조사한 조사결과는 제출되지 않으며,
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오류을 안내함. 조사원이 조사결과를 수정하여 제
출해야만 조사를 마칠 수 있음

취업통계조사 프로그램 사용 매뉴얼 내 오류내역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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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내검 중 논리 내검은 항목별 정의에 맞는지 등을 점검하며, 범위 내검은 해당사항
없음
○ 증빙자료 내검
-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된 결과를 증빙자료를 통해 유효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항
목별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항목

건강보험 직
장가입자

교내취업자
교내취업자
(TLO사업)
취업자

해외취업자
(학교추가입력)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유효성 검토내용
사업계획 공문]
-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실시한 계
획 및 공문
② [선정 공문]
- 사업에 선정되어 조사기준일 이전 실시한 사업임을 확인
③ [사업참여 학생 및 기업 명단]
- 조사대상이 참여하여 지원받은 경우의 명단인지 확인
① [고용계약관련 증빙자료]
계약기간이 조사기준일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지 확인
※ 고용계약관련 서류가 없어 경력증명서로 대체할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계약만료 전 사직한 교내취업자의 경우 사직서 및 후임자 채용기
안을 구비해야 함
① TLO 계약 체결 (선정)공문 또는 TLO 사업 계약서
② 해당 취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TLO 사업 참여 학생 명단
① [비자사본]
- 국가별로 취업이 합법적인 비자인지 확인
※ 대한민국 여권사본은 인정 불가함
② [고용계약관련 증빙자료]
- 계약기간,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계약서류 상 직인 혹은 서명 확인
※ 개인 민감정보(급여, 직급 등)은 삭제 후 제출함
① [농림어업 종사관련 증빙자료]
졸업자 명의 등록 확인, 등록 및 변경일이 조사기준일 이전인지 확인,
조사기준일 이후 발급된 서류인지 확인
① [장소 또는 사업자등록증]
- 공연 또는 전시 등의 창작활동이 가능한 장소의 등록증인지 확인
② [확인서 또는 증명서]
- 활동한 장소에서 활동이 완료된 후 발급한 자료인지 확인
③ [계약서]
- 졸업자와 기획사 또는 출판 등 업체 간의 계약인지 확인(본인 서명 필
수)
④ [팸플릿 또는 작품 원본]
- 졸업생의 역할 및 작품이 확인 가능한지 확인
※ 졸업 이후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실적이어야 하며, 역할이 확인 가능
해야 함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증빙자료는 심의를 위해 원본제출 필수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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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국내진학자
(동대학(원) 진학자)
국외진학자
입대자
(학교 추가입력)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
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
관 교육대상
제외 자
인정자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유효성 검토내용
① 연계자 : 증빙 및 구비자료 없음
② 미연계 진학자
- 동대학원 진학자 : 동대학원 진학자 확인결과 공문 기재
- 타대학 진학자 : 조사기준일 당시 재학, 휴학 등 재적상태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구비
① [진학관련 증빙자료]
- 증빙자료가 조사기준일 당시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
- 재학 중인 학교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정규교육기관인
지 확인
① [입대관련 증빙자료]
입교일, 입대일이 조사기준일 이전인지 확인
※ 입교일, 입대일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① [입대관련 증빙자료]
- 입교일, 입대일이 조사기준일 이전인지 확인
※ 입교일, 입대일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①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생 증빙자료]
- 졸업생 명의 및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인지 확인
- 조사기준일이 교육기간에 포함되는 지 확인
※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4조에서 지정된 교육기관
에서 교육받는 훈련생 신분을 확인
①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증빙자료]
- 졸업생 명의 및 중앙경찰학교 또는 해양경찰교육원 재학증명서(졸업증
서) 인지 확인
- 조사기준일이 훈련기간에 포함되는 지 확인
①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증빙자료]
- 졸업생 명의 및 중앙(지방)소방학교 재학증명서(졸업증서)인지 확인
- 조사기준일이 훈련기간에 포함되는 지 확인

증빙자료 내검에서 유효하지 않은 증빙자료가 확인되면 조사원에게 내검 결과를 전달
하여 확인 과정을 진행함
- 조사원은 내검 결과 확인 후 항목별로 유효성이 타당한 증빙자료를 재제출하거나
추가 증빙자료 미확보 시 조사결과를 수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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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통계처리 및 분석
1. 통계작성 결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수집 자료의 단계별 가공과정

[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졸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각종 공공DB를 연계하고,
연계 결과를 수합하여 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표집 오차 추정 또는 가중치 조정 등
을 포함한 추정, 추계과정을 실시하지 않음
○ 공공DB연계 과정에서 중복으로 DB가 연계된 경우(Ex: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대자 중복
연계) 시 취업자를 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음
- 취업자 관련 연계기관별 우선순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중소벤처기업부
※ 국세청은 10월, 고등교육기관에서 조사한 진학자, 기타, 미상에 한해 연계하며 국세청에
서 연계된 졸업자는 국세청 데이터를 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음

○ 각종 공공DB 연계 이후 항목별 단순 합계를 통해 통계 결과를 산출함

□ 주요 통계 목록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현황

전체 졸업자 취업 현황
학제별 현황
학교 소재지별 현황
계열/전공별 현황
성별 현황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유지취업률(4차)
전체 졸업자 유지취업률(4차) 현황
학제별 유지취업률(4차) 현황
학교 소재지별 유지취업률(4차) 현황
계열/전공별 유지취업률(4차) 현황
성별 유지취업률(4차) 현황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질적정보 분석결과 취업자 초임급여의 월 평균소득 현황
취업 준비기간 현황
기업 유형별 취업자 수 현황
산업별 유지취업률 현황
취업자 자격증 취득률 현황
취업자 1인당 자격증 취득 수 현황

□ 주요 통계 결과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현황(2020.12.31.기준)
- 전체 졸업자 취업 현황 : 2020년 2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2019.8월 졸업자 포함)
중 전체 취업자는 31만 2,430명으로 취업대상자 48만 149명의 65.1% 수준이며 전
년 대비 2.0%p 감소함(67.1%, 2019.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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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 및 취업자 수 >

<

<

최근 4년간 취업률 >

분야별 취업자 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8만 4,359명, 해외취업자 1,131명, 1인
창(사)업자 5,317명, 자유계약자(프리랜서) 1만 8,139명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비율은 각각 0.6%p,
0.1%p 증가한 반면, 해외취업자 및 1인창(사)업자는 각각 0.5%p, 0.2%p 감소함
·

<

구분

553,521

년
변동폭

550,354

2019

-

단위: 명, %, %p)

(

취업 현황(전체 취업자 대비 비율)
졸업자 취업자 건강보험 해외 농림어업 개인창작 1인창
직장가입자 취업자 종사자 활동종사자 (사)업자

년

2020

고등교육기관 취업자 비율 >

312,430

323,038

프리
랜서

284,359

1,131

641

2,843

5,317

18,139

(91.0)

(0.4)

(0.2)

(0.9)

(1.7)

(5.8)

291,929

2,853

791

2,981

6,137

18,347

(90.4)

(0.9)

(0.2)

(0.9)

(1.9)

(5.7)

0.6

△0.5

0.0

0.0

△0.2

0.1

진학률 : 졸업자 중 진학자는 3만 6,317명, 진학률은 6.6%로 전년(6.5%) 대비 0.1%p
증가
<

구분
2020년
2019년
변동폭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진학현황 >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553,521

36,317

6.6

550,354

35,800

단위: 명, %, %p)

(

진학 현황(전체 진학자 대비 비율)
국내 진학자
국외 진학자
35,987(99.1)

330(0.9)

6.5

35,165(98.2)

635(1.8)

0.1

(0.9)

(△0.9)

학제별 취업 현황 : 학제별 취업률은 대학 61.0%, 전문대학 68.7%, 일반대학원
80.2% 등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일반대학원(0.3%p)은 증가하였지만, 전문대학(△2.2%p), 대학(△2.3%p),
교육대학(△2.4%p), 산업대학(△1.0%p), 각종학교(△1.1%p), 기능대학(△1.2%p)은
감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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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제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변동 폭(2019년 대비 2020년) >

구분
2020년
2019년
변동폭

(

단위: %, %p)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

68.7

61.0

61.4

70.5

54.7

78.8

80.2

70.9

63.3

63.8

71.5

55.8

80.0

79.9

△2.2

△2.3

△2.4

△1.0

△1.1

△1.2p

0.3

계열별 취업 현황 : 전체 취업률(65.1%)에 비해 공학계열(67.7%), 의약계열(82.1%)의
취업률은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계열(53.5%), 사회계열(60.9%), 교육계열
(62.1%), 자연계열(62.3%), 예체능계열(62.2%)의 취업률은 낮게 나타남
· 전년 대비 모든 계열의 취업률이 감소했는데, 인문계열(△2.7%p), 사회계열(△
2.5%p), 예체능계열(△2.3%p), 공학계열(△2.2%p)은 변동 폭이 2%p대로 나타남

-

<

계열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변동 폭(2019년 대비 2020년) >

구분
2020년
2019년
변동폭
-

(

단위: %, %p)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53.5

60.9

62.1

67.7

62.3

82.1

62.2

56.2

63.4

62.7

69.9

63.8

83.7

64.5

△2.7

△2.5

△0.6

△2.2

△1.5

△1.6

△2.3

지역별 취업 현황 : 수도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66.8%, 비수도권 취업
률은 63.9%로 2.9%p의 차이를 보임

※ 수도권‧비수도권 취업률 차이(%p) : (2017) 2.1 → (2018) 2.2 → (2019) 2.7 → (2020) 2.9
<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현황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차이

단위: 명, %, %p)

(

졸업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231,580

195,908

130,771

66.8

321,941

284,241

181,659

63.9

△90,361

△88,333

△50,888

2.9

개 시도 중에서 서울(67.3%), 인천(67.3%), 대전(67.3%), 울산(66.8%), 경기
(66.0%), 충남(65.7%), 전남(67.4%)은 전체 취업률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그
외 시도의 취업률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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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

성별 취업 현황 : 남성 졸업자 67.1%, 여성 졸업자 63.1%로 4.0%p 차이를 보임

※ 남녀 취업률 차이(%p) : (2017) 3.0 → (2018) 3.6→ (2019) 3.8 → (2020) 4.0

전년 대비 남성과 여성 졸업자 취업률은 모두 감소하였으며, 남성 취업률의 감소
폭(△1.9%p)이 여성 취업률의 감소폭(△2.1%p)보다 낮게 나타남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유지취업률(2020.12.31.기준)
- 전체 졸업자 유지취업률(4차) 현황 : 2020년 2월 졸업자(2019.8월 졸업자 포함)의 12
월 31일 기준 직장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약 1년(11개월) 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이하 유지취업률)은 80.0%로 전년 대비 0.2%p 감소(80.2%,
2019.12.31. 기준)함
- 학제별 유지취업률(4차) 현황 : 전문대학 76.2%, 기능대학 78.8%로 전년(75.3%,
78.4%) 대비 각각 0.9%p, 0.4%p 증가한 반면, 대학(△0.9%p), 교육대학(△1.7%p), 산
업대학(△0.2%p), 각종학교(△5.8%p), 일반대학원(△0.5%p)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 유지취업률(4차) 현황 : 의약계열(84.2%), 공학계열(83.9%), 교육계열(82.3%)은
전체 유지취업률(80.0%)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계열(74.1%), 사회계열(78.9%),
자연계열(77.6%), 예체능계열(66.9%)은 낮게 나타남
·

<

구분
총계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계열별‧학제별 유지취업률(11개월 후) 현황 >
고등교육기관
2020 2019 증감

전문대학

대학

2020

2019

증감

2020

2019

단위: %, %p)

(

일반대학원
증감 2020 2019 증감

80.0

80.2

△0.2

76.2

75.3

0.9

80.3

81.2

△0.9

90.3

90.8

△0.5

74.1

75.0

△0.9

62.2

60.9

1.3

74.7

75.9

△1.2

80.6

82.3

△1.7

78.9

79.1

△0.2

73.3

72.4

0.9

80.5

81.3

△0.8

90.4

90.7

△0.3

82.3

82.1

0.2

78.9

79.6

△0.7

80.7

79.0

1.7

90.8

90.4

0.4

83.9

84.8

△0.9

79.1

79.5

△0.4

85.0

86.3

△1.3

93.6

94.0

△0.4

77.6

77.6

0.0

68.1

66.0

2.1

77.6

78.6

△1.0

89.3

90.3

△1.0

84.2

84.1

0.1

83.1

82.1

1.0

84.1

84.9

△0.8

90.8

90.2

0.6

66.9

65.8

1.1

63.3

60.8

2.5

68.4

68.0

0.4

78.8

8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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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유지취업률(4차) 현황 : 수도권 80.9%, 비수도권 79.3%로 1.6%p의 차이를 보
이며, 차이는 전년(1.4%p)보다 증가함
- 성별 유지취업률(4차) 현황 : 남성 졸업자 82.4%, 여성 졸업자 77.5%로 4.9%p의 차
이를 보이며, 차이가 전년 대비 1.0%p 감소함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질적정보 분석결과(2020.12.31.기준)
- 2020년 졸업자(2019.8월 졸업자 포함) 중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한 건강보험 직장가
입자(이하 분석대상 취업자)의 월 평균소득, 취업 준비기간, 기업·산업유형별 취업
자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월 평균 소득 현황 : 분석대상 취업자의 월 평균소득은 262.9만 원으로 전년(259.6만
원) 대비 3.3만 원 증가, 학부의 월 평균 소득은 244.1만 원으로 전년(241.6만 원) 대
비 2.5만 원 증가, 일반대학원의 월 평균 소득은 449.3만 원으로 전년(446.2만 원) 대
비 3.1만 원 증가함
- 취업 준비 현황 : 취업 준비기간에 따른 분석대상 취업자 비중은 졸업 전 취업
(35.2%), 졸업 후 3개월 이내(22.7%), 9개월(16.4%), 6개월(14.9%), 10개월 이상(1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준비 기간이 9개월(16.4%), 10개월 이상(10.8%) 소요된 취
업자 비중은 전년(14.3%, 8.9%) 대비 각각 2.1%p, 1.9%p 증가함
- 기업 유형별 현황 : 기업유형별 분석대상 취업자의 비중은 중소기업(48.3%), 비영리
법인(17.4%),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10.1%), 대기업(8.5%), 중견기업(7.4%), 공공기관
및 공기업(4.9%), 기타(3.4%)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의 비중이 전년 대비 큰 폭
으로 증가한 기업유형은 중소기업((2020년) 48.3%, (2019년) 46.0%)과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2020년) 10.1%, (2019년) 6.1%)로 각각 2.3%p, 4.0%p 증가함
- 산업 분류별 현황 : 산업분류별 분석대상 취업자의 비중은 제조업(17.8%), 보건·사
회복지(17.4%), 전문·과학·기술(10.0%), 교육(8.5%), 공공행정(7.8%), 도소매(7.6%),
정보통신(7.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의 비중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
가한 산업은 보건·사회복지((2020) 17.4%, (2019) 15.9%), 전문·과학·기술((2020)
10.0%, (2019) 8.6%)으로 각각 1.5%p, 1.4%p 증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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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 : 분석대상 취업자가 1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은 49.6%로 전년(49.7%) 대비 0.1%p 감소하였으며, 계열별 취득률을 보면 공학
계열(64.5%), 자연계열(62.2%), 사회계열(47.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1인당 자격증 취득 수 :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석대상 취업자의 1인당 자격증
취득 수는 1.9개로 전년(2.0개) 대비 0.1개 감소하였으며, 공학계열 2.2개, 자연계열
2.1개, 사회계열 1.8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수집 자료의 단계별 가공과정
[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직업계고 졸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각종 공공DB를 연
계하고, 연계 결과를 수합하여 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표집 오차 추정 또는 가중치
조정 등을 포함한 추정, 추계과정을 실시하지 않음
○ 공공DB연계 과정에서 중복으로 DB가 연계된 경우(Ex: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대자 중복
연계) 시 취업자를 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음
- 공공DB 연계 항목별 우선순위 : 사망자 → 외국인유학생 → 건강보험가입자 → 고
용보험가입자 → 농림축산부DB 등록자 → 산림청DB 등록자 → 해양수산부DB 등록
자 → 진학자DB 등록자 → 병무청DB 등록자 → 해외봉사DB 등록자 → 장애인DB
등록자 → 수형자DB 등록자 → 장기입원자DB 등록자
○ 각종 공공DB 연계 이후 항목별 단순 합계를 통해 통계 결과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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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통계 결과

○ 직업계고 졸업자 졸업 후 현황(2021.4.1.기준)
- (전체 취업률 )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78,994명 중 취업자는 22,583명, 진학자
35,529명, 입대자 1,809명, 제외인정자는 862명이고, 전체 취업률은 55.4%로 전년 대
비 4.7%p 증가함.
< 2020년 대비 2021년 졸업자 졸업 후 상황 >
단

( 위: 명, %)

상세 자료
졸업자 중
취업률 진학률 취업자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제외 미취업자
비율
인정자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2020

50.7

42.5

27.7 89,998 24,938 38,215

1,585

970

24,920

2021

55.4

45.0

28.6 78,994 22,583 35,529

1,809

862

18,211

0.9%p↑ △11,004 △2,355 △2,686

224

공공DB 연계) 전년 대비 4.7%p↑ 2.5%p↑

(

△108 △6,709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x100 / 진학률 = 진학자/졸업자 x100
** 미취업자 : 미취업 상황에 있거나, 공공데이터베이스(DB) 미등록으로 졸업 후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자
*

성별 취업 현황) 성별 취업자 비중은 남성 60.5%(13,663명), 여성 39.5%(8,920명)로
구성되고, 성별 취업률은 남성 54.9%, 여성 56.1%로 전년 대비 남성은 4.6%p, 여성
은 4.9%p 각각 증가함.
- (학교 유형별 취업률 ) 학교 유형에 따른 취업률은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75.0%(전년 대비 3.8%p↑)로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는 53.4%(전년 대비
4.2%p↑), 일반고 직업반*은 35.9%(전년 대비 4.3%p↑)로 나타남.
* 일반고등학교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
로 설치한 학과
- (학교 소재 지역별 취업률 ) 직업계고 졸업자의 학교 소재 지역별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경북(65.1%), 대구(61.8%), 대전(58.9%), 충북 (58.1%), 경남(57.6%), 인천(57.2%),
충남(56.6%), 전남(55.5%), 서울 (55.5%) 9개 시도가 전체 취업률 평균(55.4%)보다 높
았고, 나머지 8개 시도는 이보다 낮음.
· 수도권 소재 학교의 취업률은 53.9%(전년 대비 3.7%p↑), 비수도권 소재 학교 취
업률은 56.5%(전년 대비 5.5%p↑)로 비수도권 소재 학교의 취업률이 더 높았으며,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비수도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 광역시 55.9%, 비광역시 54.9%로 광역시 취업률이 소폭 높게 나타남.
※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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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지역별 취업률) 근로 지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자 비중
은 55.5%, 비수도권 비중은 44.5%로 수도권으로 취업한 비중이 더 높았고,
· 학교 소속 시도 내(관내) 기업 취업자 비중은 61.9%, 다른 시도(관외)에 취업한
비중은 38.1%로 관내로 취업한 비중이 더 높음.
- (사업장 종사자 규모별 비중 )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5명 미만
1,304명, 5~30명 미만 7,328명, 30~300명 미만 8,220명, 300~1000명 미만 1,707명,
1,000명 이상 3,186명으로, 사업장 종사자 수가 30~300명 미만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직업계고 졸업자 유지취업률(2021.10.1.기준)
- 지난 3월에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중 2020.4.1. 기준 취업자가 약 6개월 후
(2020.10.1. 기준)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1차 유지취업률 77.3%)을 발표한 이
래, 이들의 약 12개월 후(2021.4.1 기준) 2차 유지취업률은 65.0%로 나타남.
- (

<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유지취업 현황 >

구분

(단위: 명, %)

본 조사 2020. 10. 1. (1차 유지취업조사) 2021. 4. 1. (2차 유지취업조사)
졸업자 보험가입자 보험
유지취업 현황
유지취업 현황
보험 유지취업자
유지취업자
유지취업률
유지취업률
(a)
가입자
가입자
(b)
(b/a*100)
(c)
(c/a*100)
2020. 4. 1.
(
)

남 45,257 11,485 11,120
8,447
73.5 10,012
6,645
특성화고 여 34,246
9,232 10,065
7,424
80.4 10,170
6,703
소계 79,503 20,717 21,185 15,871
76.6 20,182
13,348
남 4,854
2,895 2,655
2,325
80.3 2,349
1,907
마이스터고 여
812
606
619
549
90.6
609
518
소계 5,666
3,501 3,274
2,874
82.1 2,958
2,425
남 2,515
341
384
244
71.6
378
182
일반고 여 2,314
299
388
230
76.9
441
196
직업반
소계 4,829
640
772
474
74.1
819
378
남 52,626 14,721 14,159 11,016
74.8 12,739
8,734
전체 여 37,372 10,137 11,072
8,203
80.9 11,220
7,417
합계 89,998 24,858 25,231 19,219
77.3 23,959
16,151
* 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직장)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유지취업자 : 20.4.1 기준 건강보험(직장)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조사기준일 당시 보험가입 확인자
유지취업률 = (유지취업자/20.4.1 보험가입자) x 100

57.9
72.6
64.4
65.9
85.5
69.3
53.4
65.6
59.1
59.3
73.2
65.0

성별 유지취업률) 남성 졸업자의 2차 유지취업률은 59.3%(1차 대비 15.5%p↓), 여
성 졸업자의 2차 유지취업률 73.2%(1차 대비 7.7%p↓)로 여성의 2차 유지취업률이
13.9%p 더 높게 나타났는데,
· 남성 582명(4.0%), 여성 487명(4.8%)이 대학에 진학하였고, 남성 취업자 14,721
명 중 2,183명(14.8%)은 군에 입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2차 유지취업률 조사
시점에서 여성 취업자 전체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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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
여
합계

졸업자

건강(직장)·고용보험 건강(직장)·고용보 건강(직장)·고용보
가입자
험 가입자
험 가입자
(2020. 4. 1.)

(2020. 10. 1.)

(2021. 4. 1.)

52,626

14,721

14,159

12,739

37,372

10,137

11,072

11,220

89,998

24,858

25,231

23,959

단위: 명)

(

비고
입대자 포함 시 14,922

학교 유형별 유지취업률) 학교 유형에 따른 2차 유지취업률을 살펴보면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가 69.3%로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 64.4%, 일반고 직업반은
59.1%로 나타남.
- (학교 소재 지역별 유지취업률 ) 직업계고 졸업자의 학교 소재 지역별 2차 유지취업
률은 서울(70.5%), 인천(69.2%), 대전(68.4%), 충북(67%), 경기(66.0%) 5개 시도가 전
체 평균(65.0%)보다 높았으며,
· 1차 대비 가장 적게 감소한 지역은 충북(6.9%p)으로 나타남.
-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 주요 통계 목록

[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일자리 이동통계 분석 자료(2019.12.31.기준)
- 졸업자의 개인 특성별 이동 현황
- 졸업자의 기업 특성별 이동 현황(종단분석)
- 졸업 후 2년 및 3년 내 이동 현황

□ 주요 통계 결과

○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 전체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현황 :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2018년 8월 졸업
자 포함) 중 12월 31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29만 1,929명)의 취업 후 1년 내
(~2020.12.31.) 주된 일자리 이동률(자)*은 17.4%(5만 683명)로 전년의 19.1%에 비해
1.7%p 감소함
*

이직 등의 사유로 주된 일자리가 달라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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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일자리 이동통계 현황 : 2019년 졸업자의 성별 일자리 이동률은 남성이
15.6%, 여성이 19.2%로 3.5%p의 차이를 보임
- 학제별 일자리 이동통계 현황 : 학제별 이동률은 전문대학 20.4%, 산업대학 18.9%,
기능대학 18.5%, 일반대학 1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계열별 일자리 이동통계 현황 : 계열별로는 예체능계열 22.7%, 교육계열 22.0%, 의
약계열 18.8%, 인문계열 18.1%, 자연계열 1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제별 일자리 이동률(%)>

<

<

계열별 일자리 이동률(%)>

년 졸업자 3년 내 이동률 : 2017년 졸업자의 취업 후 3년 내(2020년 말) 이동률
은 42.7%로 2년 내(2019년 말) 이동률 33.9%에 비해 8.7%p 높게 나타남
- 2018년 졸업자 2년 내 이동률 : 2018년 졸업자의 취업 후 2년 내(2020년 말) 이동률
은 32.5%로 1년 내(2019년 말) 이동률 19.1%에 비해 13.5%p 높게 나타남
- 2017

2. 결과의 적절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결과 검증

[

○ 취업통계조사에서 실시하는 주요 검증은 학교에서 자료를 입력하는 시점부터 총 4단계
의 검증을 거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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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취업통계조사 주요 검증 방법 및 내용 >

< 2020

구분
형식검증
내용검증
비교검증
산출물검증

검증방법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증빙자료 및 DB 검토
전년도 및 외부통계자료
취업통계연보

검증내용
미입력 정보 검증 및 형식 오류 검증
조사항목별 타당성 검증 및 DB 이상값 확인
전년도 자료, 타기관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 비교 검증
연보를 활용한 시계열 데이터 최종확인

□ 형식검증

○ 형식검증은 취업통계조사 시스템을 통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클리닝 절차로 학교에
서 입력한 데이터가 시스템에서 인정하는 올바른 형태인지를 확인하고, 조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항목 누락 및 오입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임
○ 졸업생 정보 조사는 학교가 제출한 졸업생의 인적정보에 대해서는 본 원에서 일괄 형
식검증을 진행함. 학교가 제출한 총 171,521건(명)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170,015건(명)의 수정사항이 있었음
년도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시스템을 통한 형식검증 주요 내용 >

< 2020

항목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여부
해외연수여부
장애인여부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교직과정이수여부
우편번호
핸드폰번호
주야간구분
출신고교명
토익점수
졸업평점
단과대학명
학과명

현재 값
중복값
재외국민여부 확인
재외국민여부 확인
전년코드정보로 오입력 추정 값 확인
장애인여부 오입력 추정 값 확인
학사학위취득유예 오입력 추정 값 확인
교직과정 제외대상 학제(교육대학)
교직과정이수여부 ‘예’로 오입력
형식에 맞지 않는 값
형식에 맞지 않는 값
고등통계-취업통계주야간구분코드불일치
형식에 맞지 않는 값
형식에 맞지 않는 값
형식에 맞지 않는 값
형식에 맞지 않는 값
형식에 맞지 않는 값
계

검증건수

수정건수

32

0

25

1

25

10

25,885

25,785

7,075

5,740

1,789

1,789

1,628

1,628

19,231

19,231

1,241

1,241

14

14

80

80

1

1

106,137

106,137

4,179

4,179

4,179

4,179

171,521

170,015

○ 졸업 후 상황 조사는 각 학교에서 직접 시스템을 통해 검증 수행 후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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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0

년도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시스템을 통한 형식검증 주요 내용 >
검증내용
등록된 조사회차, 학교코드, 본분교코드, 주야간코드 자동 확인
취업구분 누락 검증, 취업구분으로 가능한 코드여부 확인
교내취업자, 해외진학자, 해외취업자 입력 항목 누락 검증
진학학교코드 적합성 여부 검증
전문대일 경우 부전공명 입력 여부 확인

1
2
3
4
5
⋮

⋮

□ 내용검증

○ 내용검증은 일정한 검증 기준에 의하여 자료의 논리적 오류를 확인하여 자료의 정확성
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자료의 유효성을 확인함
○ 즉, ① 증빙자료 제출여부 확인, ② 학교에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증빙자료간의 일
치여부 확인, ③ 인정조건 부합여부 확인 단계를 거침
<

구분

조사 항목별 인정조건 부합여부 내용검증 목록 >

검증내용
① 학교의 부속병원, 부속/병설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아닌가?
(학교법인 및 관련기관(산학협력단 등)이 맞는가?)
계약시작일, 종료일의 사이에 조사기준일(2019.12.31.)이 포함되는가?
교내취업자 ②
③ 계약기간이 1년(365일) 이상인가?
④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상근근로자인가?(교수, 시간강사는 제외)
⑤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가?
① 계약시작일, 종료일의 사이에 조사기준일(2020.12.31.)이 포함되는가?
②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맞는가?(봉사활동 여부 검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해외취업자 ③
④ 계약기간이 91일 이상인가?
⑤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가?
⑥ 법무부DB연계된 출입국기록이 유효한가?
① 농업인/어업인으로 등록된 일자가 조사기준일(2020.12.31.) 이전인가?
해당 졸업자의 농업/어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
농림어업종사자 ②
③ 농업인/어업인 확인서 및 농업/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해당졸업자의 이름이 포
함되어 있는가?
① ‘공연, 전시, 출판 및 출반, 영상제작물, 저작권을 통한 수익창출’ 인정기준에
개인창작활동
해당되는 활동인가?
종사자
② 각 항목별 기준에 맞는 자료를 제출했는가?
③ 계약서상의 활동시기가 졸업 이후부터 조사기준일(2020.12.31.) 사이인가?
입대자
증빙자료가 조사기준일(2020.12.31.) 당시 입대 상태임을 증명하는가?
증빙자료가 조사기준일(2020.12.31.) 당시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진학자 국내 ①
②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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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증내용
※ 출입국기록 부적합 국외진학자 소명자료
국외 ① 증빙자료가 조사기준일(2020.12.31.) 당시 국외대학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② 재학 중인 학교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정규교육기관인가?
증빙자료가 조사기준일(2020.12.31.) 당시 취업불가능 상태임을 증명하는가?
취업불가능자 ①
② 해외이민자의 경우 법무부DB연계된 출입국기록이 유효한가?
제외인정자 ① 증빙자료가 조사기준일(2020.12.31.) 당시 제외인정 상태임을 증명하는가?

○ 2020년의 경우, 총 15,550건(명)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였으며, 5,624건(명)이 검토 결과 미
인정 처리(기타로 변경) 되었으며, 241명의 구분이 변경되었다.
< 2020

구분
총계
건보취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
개인창작
1인창(사)업자
진학자
입대자
취불자
제외인정

년도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내용검증 결과 >

연계

학교조사

DB

(

단위: 명)

검증결과
미인정 타구분 변경

인정

336,711

347,255

341,390

5,624

241

279,525

279,525

278,909

542

74

10,435

10,435

6,111

4,157

167

598

1,221

1,075

146

-

458

263

-

-

▶

721

▶

-

2,993

2,666

327

-

-

-

-

-

-

35,999

42,091

41,937

154

-

10,029

10,066

10,051

15

-

125

157

148

9

-

46

35

11

-

○ 증빙자료 검증 결과에 대해 학교에서 2,556건(명)의 소명 및 정정 요청을 하였음. 그 중
2,350건 (91.9%)이 인정되었으며, 206건(8.1%)이 불인정되어 취업구분이 ‘기타’로 최종
처리되었음
년도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소명‧정정자료 검증 결과 >

< 2020

NO
1
2
3
4
5
6
7
8
9
10

최초 학교 입력 소명‧정정
졸업 후 상황
총계
2,556
취업자(교내) 1,936
취업자(해외)
81
취업자(농림어업) 164
취업자(개인창작) 241
진학자(국외)
78
입대자
1
취업불가능자
1
제외인정자(소방) 2
제외인정자(항공) 2
기타 (정정요청) 50

2,337
1,816
79
164
151
78
1
2
46

인정

(91.4)
(93.8)
(97.5)
(100.0)
(62.7)
(100.0)
(100.0)
(100.0)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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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결과
타 구분 변경(인정)
13
13
-

(0.5)
(0.7)
-

206
107
2
90
1
2
4

(

단위: 명, %)

불인정

(8.1)
(5.5)
(2.5)
(37.3)
(100.0)
(100.0)
(8.0)

□ 산출물 검증

○ 산출물 검증은 취업통계조사의 마지막 검증단계로 연보 출력물을 통해 각 항목별 결과
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데이터를 확정하는 과정임. 이 과정을 통해 세부 데
이터 검증으로 미처 발견할 수 없는 전체 맥락 간 오류를 검증하여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함
○ 2020년도 취업통계조사 산출물은 동일 항목별 데이터 일치성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 검
증에서 시작하여 연보 출력 데이터의 이상 값 존재 여부 확인 및 시계열 교차 분석까지
확장하여 진행하였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 작성과정에서의 검증

[

○ 데이터셋별로 자료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레코드 수나 기술통계량을 기록하여 처리 및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처리, 중복 발생 등을 점검
< 2019

년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주요 검증 방법 및 내용 >

구분
검증방법
자료연계 데이터셋 연계 오류 검토
변수검증 관련 행정자료 DB 검토
이상치검증 전년 데이터와 비교검토
무결성검증 작성기준 부합 여부 검토

검증내용
자료 연계시 생성되는 레코드 수 확인
데이터셋별로 연도별 비교하여 시계열 안정성 등 확인
입수 행정자료 및 관련 통계 DB 구축 시 개선사항 등을 반영
한 변수 생성·속성 변동 등 확인
패널자료 연계키(고유값)가 동일한데 성별, 연령 등 인적정보
상이하거나, 주요 변수 구간범위 등 이상치 검토
통계자료 작성 후 내용검토 기준에 벗어나는 데이터 세부
작성기준 부합 등 자료 완결성 검토

□ 산출물 검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관련 통계(일자리행정통계 및 일자리이동통계 등)와 연령별 수치 증
감 방향성 등을 연계·검토하며, 시산 결과에 대한 대내외 전문가 및 관련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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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주요 분류 수준

[

○ 학제별 분류는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능대학, 각종학교, 일반대학원 총
7개로 분류하고 대학 설립기준에 맞춰 국립, 공립, 사립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발표함
○ 학교 소재지별 분류는 전국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각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에 따라 분
류하여 결과를 발표함
○ 학과분류체계(「2020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2020)」적용)에 따라 전공
분류에 따른 결과를 발표함
- 전문대학(기능대학, 각종학교 포함) : 대분류(7개), 중분류(31개), 소분류(76개)
-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 : 대분류(7개), 중분류(35개), 소분류(121개)
- 일반대학원 : 대분류(7개), 중분류(35개), 소분류(118개)
○ 2018년 이후 발표된 자료에는 통계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한국표준교육분류의 대분류
로 구분에 맞춰 졸업 후 상황 결과를 발표함
-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은 대분류(11개), 중분류(29개), 소분류(81개)로 구성되어 있
는데, 기 발표하던 학과분류체계(「2020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2020)」)와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체계를 매핑하여 발표함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가공통
계에 해당하여 표집 오차 등은 해당 없으며, 통계 공표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은 검증절차를 수행함

○ 수집한 자료는 지표 산출 전 오류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통계지표의 신뢰성을 확보함
- 취업자 주요 항목(건강보험가입자, 해외취업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대해
전년대비 변화폭을 산출하여 신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자체 조사한 결
과는 각종 증빙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오류를 검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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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통계표
총괄

구분

통계표

년 취업통계 현황
1-1. 2020년 졸업자 학제별 설립별 졸업상황
1-2. 2020년 졸업자 계열별 졸업상황
1-3. 2020년 졸업자 학교 소재지별 졸업상황
1-4. 2020년 졸업자 설립별 진학상황
2. 2016∼2020년 취업통계 현황
2-1. 2016∼2020년 졸업자 학제별 설립별 취업률 현황
2-2. 2016∼2020년 졸업자 계열별 취업률 현황
2-3. 2016∼2020년 졸업자 학교 소재지별 취업률 현황
3. 2020년 유지취업률 현황
3-1. 2020년 졸업자 학제별 설립별 유지취업률 현황
3-2. 2020년 졸업자 계열별 유지취업률 현황
3-3. 2020년 졸업자 학교 소재지별 유지취업률 현황
Ⅱ. 전문대학
1. 전공별 취업통계 현황
1-1. 전공별 졸업상황
Ⅲ. 대학
1-2. 전공별 진학상황
Ⅳ. 교육대학
2. 학교소재지별 취업통계 현황
Ⅴ. 산업대학
2-1. 학교 소재지별 졸업상황
Ⅵ. 각종학교
2-2. 학교 소재지별 진학상황
Ⅶ. 기능대학
3. 유지취업률 현황
Ⅷ. 일반대학원
3-1. 전공별 유지취업률 현황
3-2. 학교 소재지별 유지취업률 현황
[부록1]
1. 학제별 졸업현황
한국표준교육분류별 취업통계 2. 학제별 진학상황
현황
3. 학제별 유지취업률 현황
[부록2]
1. 전공별 취업통계 현황
1-1. 취업자 초임 급여 현황
취업상세정보별 취업통계 현황
1-2. 취업준비기간별 취업 현황
1-3. 기업유형별 취업 현황
1-4. 기업규모별 취업 현황
1-5. 산업분류별 취업 현황
1-6. 근무지역별 취업 현황
2. 유지취업률 현황
2-1. 산업분류별 유지취업률 현황
2-2. 기업규모별 유지취업률 현황
3. 지역별 진학 현황
[부록3]
1. 졸업자의 자격증 취득 현황
1-1. 졸업자 1인당 자격증 취득 현황
자격증 취득 현황
1-2. 졸업자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자격증 취득 현황
1-3. 졸업자 국가기술자격 직무별 자격증 취득 현황
2. 취업자의 자격증 취득 현황
2-1. 취업자 1인당 자격증 취득 현황
2-2. 취업자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자격증 취득 현황
2-3. 취업자 국가기술자격 직무별 자격증 취득 현황
Ⅰ.

1. 2020

- 74 -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이용 시 유의사항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크게 3차례의 작성 방법이 변경되어, 취업률 자
료 이용 시 다음의 기준을 유의해야 함
- 2004-2009년 취업률 산출기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년도는 고등교육
통계조사 자료임(참고 : 고등교육통계 취업률(%)=취업자/(졸업자-입대자-진학자)×100).
·졸업자는 전년도 8월 졸업자와 당해년도 2월 졸업자임
·취업자는 조사시점(4월 1일 기준)에 주당 18시간을 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일정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정규직/정규직(대기발령)/비정규직(임
시직)/비정규직(시간제·일용직)/자영업을 포함
·취업불가능자와 외국인유학생은 2006년부터 조사했으므로 그 이전년도 산출기준에서는 제외됨
- 2010년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 산출기준
·취업률(%)=(건강보험 직장가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
생-제외인정자)×100
- 2011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률 산출기준
·취업률(%)=(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해외취업자+농림어업종사자+개인창작활동종사자+1인창(사)
업자+프리랜서)/(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100
○ 모든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본 조사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원대
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졸업자가 없는 학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년부터 건강보험DB연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로 바뀌어, 이전자료와
기준 및 조사방법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 불가함
※ 2011년부터는 다양한 직종의 취업자를 반영하기 위해 12.31.자로 기준일을 변경(기존
4.1.)하고, 국세DB와 연계하였으므로 이전 자료와 단순 비교 불가능
2010

○ 2018년부터 공표한 취업 세부정보 분석 대상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가입된 회사
명이 1개이면서, 상세 취업정보(기업명, 기업규모, 산업분류, 소득 등)가 모두 확인된 취
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주요 분류 수준
[

○ 통계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한국표준교육분류의 대분류로 구분에 맞춰 졸업 후 상황
결과를 발표함
○ 취업자의 취업처에 대한 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로 구분에 맞춰 결과를 발표함
○ 직업계고 졸업자의 소속학과의 교과분류 기준에 맞추어 결과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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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의성 및 정시성
2-1. 통계작성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통계작성 기준시점 : 매년 12월 31일(n년 12월 31일)

[

□ 통계 공표시기

○ 다음해 월 말 년 월 일
12

(n+1

12

31

)

※ 잠정치는 공표하지 않으며 확정치만 공표함
,

□ 기간 단축 가능성

○ 국세청에서 연계 받는 1인창(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
고)에 따라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
게 되어있어, 국세청의 자료 생산이 완료된 시점은 조사대상년도 다음해 9월 말임
○ 이에 국세청에서 자료 생산이 완료된 이후 투입자료를 제공받아 집계 및 분석을 하는
가공통계의 특성상 조사기준일로부터 시의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원시자료를 제
공받는 즉시 통계를 분석‧작성‧발표하고 있어 시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음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통계작성 기준시점 : 매년 4월 1일 / 10월 1일
[

□ 통계 공표시기

○ 4월 1일 기준 : 당해연도 11월 ~ 12월
○ 월 일 기준 차년도
※잠정치는 공표하지 않으며 확정치만 공표함
10

1

:

,

2-2. 공표일정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의 공표 시기는 매년 12월 말로 공개하고 있음

[

○ 통계공표 일정 및 방법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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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일정 게시 : 교육통계서비스 > 교육통계
·공표방법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 통계간행물 > 취업통계연보(매년 12월)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공표일정 게시 : 국가통계포털 > 서비스 소개 > 국가통계 공표일정
·공표방법 : 국가통계포털 > 통계정책관리 시스템
○ 최근에 공개된 공표일정과 실제 공표시기
- 최근 공개된 공표일정 : 2020년도 취업통계조사는 2021년 12월에 공표됨
- 실제 공표시기 : 2021년 12월
·

3. 비교성 및 일관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통계의 변경 및 개편 이력
연월

2004.3.
2005.1.
2006.3.
2007.2.
2008.3.
2009.2.
2010.3./2010.6.
2011.2./2011.8.
2012.3.
2013.10.
2015.3.
2017.6.
2018.12.
2019.12.
2020.03
2020.7.

주요내용
통계작성 승인(승인번호 제 334003호)
조사내용 세분화, 데이터 검증방법 변경
조사대상 확대(일반대학원), 조사항목 변경 및 추가
조사항목 변경 및 추가
조사항목 변경 및 추가
조사항목 변경 및 추가
조사명칭, 조사기준일, 조사방법, 지침, 산출지표, 조사항목 등 전면 개편
(대학에서 직접 조사에서 건강보험DB연계로 변경함에 따라 전면 개편)
조사대상 확대(폴리텍 대학 등), 조사항목, 산출식 변경
연 2회 조사로 확대됨에 따라 조사명칭, 조사기준일, 조사항목, 산출지표 등 전면 개편
(건강보험DB 외 국세청DB 추가 연계함에 따라 조사기준일 및 조사항목을 포함한 조
사 전면 개편)
유지취업률 조사 횟수 확대(2회→4회)
조사항목 변경 및 추가
연 1회 조사로 변경하고, 조사항목 추가
통계 공표안 변경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을 반영하고, 취업 상세 내용을 반영한 통계 공표안으로 변경)
조사항목 추가(국가기술자격증 취득내용)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신규조사 추가
‘졸업자 일자리이동통계’ 신규조사 추가 및 통계청 공동작성에 따른 승인번호 변경
(제920024호)

○ 2011. 12. 31.기준 이후 조사의 취업률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조사
결과의 비교와 일관성 있는 통계분석이 가능함
○ 학과분류는 「2020학과(전공) 분류 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2020)」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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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계열 비교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는 통계의 개념, 분류 기준, 조사방법 등이 변경되
어, 2011년을 기준으로 시계열 단절이 발생함

[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크게 3차례의 작성 방법이 변경되어, 취업률 자료
이용 시 다음의 기준을 유의해야 함
- 2004-2009년 취업률 산출기준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100
·취업자는 조사시점(4월 1일 기준)에 주당 18시간을 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일정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정규직/정규직(대기발령)/비정규직(임
시직)/비정규직(시간제·일용직)/자영업을 포함
·취업불가능자와 외국인유학생은 2006년부터 조사했으므로 그 이전년도 산출기준에서는 제
외됨
- 2010년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 산출기준
·취업률(%)=(건강보험 직장가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
-제외인정자)×100
- 2011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률 산출기준
·취업률(%)=(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해외취업자+농림어업종사자+개인창작활동종사자+1인
창(사)업자+프리랜서)/(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100
○ 2010년부터 건강보험DB연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로 바뀌어, 이전자료와
기준 및 조사방법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 불가능
○ 2011년부터는 다양한 직종의 취업자를 반영하기 위해 12.31.자로 기준일을 변경(기존
4.1.)하고, 국세DB와 연계하였으므로 이전 자료와 단순 비교 불가능하지만 2011년 이후
자료는 시계열 비교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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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가간 비교성

□ 주요 국가별 취업통계
구분
미국 B&B
호주 AGS
영국 HESA
, 노동시장 진입 등 교육- 고등교육 졸업자의 고용 및 진 대학의 재정지원 및 국가 통계
목적 진학
노동시장 이행 정보 제공
학관련 통계를 작성
제공에 활용
조사대상 학사학위소지자 : 16,320명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 취업처, 취업처 규모, 산업분
학사학위 소지자들의 직업성 학사학위, 석사학위 소지자들 류, 근무지, 취업 이유, 직업
과, 교육성과 정보
의 졸업 후 상황
분류, 예비 혹은 초임교사의
- 졸업 후 진학상황
- 종사상 지위(풀타임/파트)
직업교육, 고등교육 경험의
조사내용 - 학위취득소요기간
- 직업분류/산업분류
취업(자영업 또는 프리랜서,
- 직업탐색, 노동시장 이행
- 임금수준
창업) 기여정도, 직위, 취득
- 직무교육, 노동성과, 직무만 - 졸업 전 활동
학위의 조사당시 수행 중인
족도 등
- 주 전공 등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자격
인지 여부 등
NPSAS : 93 모집단으로 확보
: 93 12,480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표본 → B&B
B&B : 93/ 97 11,190명,
설계 B&B : 93/ 03 11,160명
표본조사
전수조사 : 학사 및 석사학위 전수조사 : 학사 및 석사학위
전수조사(개인별)
자기 기입식 조사 및 전화 조사
방 자료 추적조사
: 면접-1년 후(B&B: 93) - 졸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 1차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
법 수집 -- 12차년
차년 : 4년 후 (B&B: 93/ 97) email, 우편, 전화, 현장조사 한 자기기입식 조사
- 3차년 : 10년 후 (B&B: 93/ 03)
(졸업후 4개월이후시점 4월30일) - 미 참여자에 대한 전화 조사
수집 자료는 자료 처리(코딩, 졸업자 조사와 종단조사를 분 졸업 후 6개월 후 조사 후 3년
특징 데이터 처리, 가중치 부여 등) 리하여 실시
6개월 후 추가 조사
를 통해 비교 분석
- 고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 매년 Digest of Education
- HESA 웹페이지를 통하여 조
고등교육
학습
및
교수의
품
Statistics 발간(졸업 후 취
사결과 개요 및 보고서 요
질지표를
작성하는데
활용
조사결과 업, 진학상황 등 수록) - 고등교육 예비생의 대학 선 약본을 무료로 제공
활용 - On-line 분석 시스템 제공 택 및 전공 선택 그리고 미 - 상세 보고서는 유료로 제공
- CD_ROM 제공
- 예비 학생을 위한 대학 및 전
래
직업선택
및
취업지도의
- 세부 분석보고서 발간
공 선택 시 참고자료로 활용
기초 자료로 활용
‘

‘
‘

‘

‘

‘

‘

‘

‘

‘

‘

○ 미국, 호주, 영국에서 조사하는 취업통계 조사와 비교 가능하나, 조사 대상자의 범위와
지표 정의의 차이로 인해 지표 수준의 비교보다는 변화 추이의 비교가 유의미함
○ 국제기구 OECD 등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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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동일영역의 유사한 항목이 포함된 통계

○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각종 조사와 비교 가능하나, 조사 대상자와 지표 정의의 차이로
인해 지표 수준의 비교보다는 변화 추이의 비교가 유의미함
구분

조사대상

조사내용

주요통계

인적사항
- 취업에 관한 사항(건강보험 직
, 해외취업자, 농림어
고등교육기관 졸 고등교육기관 장가입자
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취업자 및 취업률
업자 취업통계
졸업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 진학,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제
외인정자, 기타, 미상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청년층
고용률, 평균 대졸자 졸업소요기
경제활동인구
간, 재학 중 직장체험현황 및 취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 대상 직업교육, 취업경험, 취업경로, 첫 업형태, 직업교육, 취업경험, 취
- 청년층 부가조사
가구원 중 만 일자리 관련 사항 등
업경로, 첫 취업 소요기간, 첫 일
15∼34세
자리 산업/직업/근로형태별 분포,
월평균 임금현황, 비경제활동인구
의 취업시험 준비 등
- 일자리 (성, 연령대별, 종사상
규모 및 증감
지위별, 종사자규모, 기업종류 일자리
/ 기업규모별/ 종사자
별, 기업규모별, 근속기간별, 일 기업종류별
규모별/ 산업별 일자리, 성별/ 연
경제활동인구
자리형태별
,
산업대
/중분류별,
일자리행정통계
령대별/ 근속기간별/ 종사상지위
조사 대상
임금별 일자리별 소득)
별 일자리, 기업규모별/ 산업별 /
- 공공부문 (성, 연령대별, 근속기
소득 분포, 성별/ 연
간별, 산업분류별, 정부기능분 종사자규모별
령대별/ 근속기간별 소득 분포 등
류별, 정부기관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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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근성 및 명확성
4-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통계 이용자서비스 경로 및 경로별 제공자료 유형
○ KOSIS(국가통계포털) 업로드 : 통계DB
- http://www.kosis.kr

○ 국가지표체계 업로드 : 보도자료
- http://www.index.go.kr

○ 교육부 홈페이지 게재 : 보도자료
- https://www.moe.go.kr

○ 공공데이터 포탈 홈페이지 게재 : 엑셀자료
- https://www.data.go.kr/dataset/3038856/fileData.do

○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게재 : 정기간행물
- https://www.kedi.re.kr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게재 : 통계DB
- http://kess.kedi.re.kr

4-2. 연락처 정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통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담당부서 :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센터 고등교육취업통계팀
○ 담당자 : 김○○
○ 연락처 : 043-530-9663

4-3. 통계 설명자료 제공

□ 통계 설명자료

○ 교육부 홈페이지(https://www.moe.go.kr) : 보도자료
○ 통계청 통계설명자료DB(http://meta.narastat.kr) : 통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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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http://www.index.go.kr) : 보도자료
○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 국가교육통계센터 사업소개
○ 간행물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5. 비밀보호 및 보안
5-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의 수집,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취업통계조사시스템의 ID와 접근 권한일
직원별로 제한적으로 부여

○ 일반적으로 수집 자료에 대한 비밀번호 및 보안은 한국교육개발원 복무규정 및 통계법
의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음
- 한국교육개발원 복무규정 제 7조(비밀엄수)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
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
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
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
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
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료의 수집, 보유,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모든 마이크로데이터(개인정보)는 한
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취업통계팀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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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학제별·설립별·지역별·전공별로 집계, 가공된 통계가 발표되므로 조사 응답
자 식별 가능성은 없음
5-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자료의 수집,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취업통계조사시스템의 ID를 직원별로 제한
적으로 부여하며, 자료의 유실, 유출,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방
법, 규정

○ 기관 내 정기적 정보보안 교육 실시
○ 작업 PC 및 자료파일(DB)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담당자 외 접근 방지
○ 수집한 자료의 유실, 유출, 훼손 등 예방을 위해 원내‘기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정
책’절차를 통하여 취업통계담당자 및 유지보수 개발자만 취업통계 조사시스템 운영서
버의 접근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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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활용 실태

□ 통계서비스 경로별 이용자 접속횟수 모니터링 결과

○ 2021년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홈페이지 접속자 수

년 교육통계서비스 월별 접속자 현황]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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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업무 담당 부서 및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

○ 부서명 :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센터 고등교육취업통계팀
○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2021년 기준)
직급
팀장
팀원

인원수
1
9

구체적인 통계업무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업무 총괄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및 시스템 유지관리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검증·결과공표

□ 최근 3년간 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계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내역
○ 이수내역
일시
18.7.12.
18.12.14.
19.7.8.
19.11.4.
20.08.26.
20.10.12.
21.3.29.-3.31.
21.5.10.-5.12.

교육명
2018년 자체통계품질진단 담당자 소집 교육
Google Analytics를 활용한 마케팅 분석 기본
R 데이터 탐색 및 시각화
엑셀로 배우는 통계 분석 기초
데이터 사이언스 첫걸음 패키지
안녕 파이썬(Python), 내 생에 첫 프로그래밍
DBMS 활용을 위한 SQL_Advanced DB엔지니어링
DBMS 활용을 위한 SQL_Basic DB엔지니어링

□ 통계작성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인계

주관기관 참석자
통계청
1명
멀티캠퍼스 1명
데이터솔루션 1명
멀티캠퍼스 1명
멀티캠퍼스 1명
애듀케스트 1명
한국생산성본부 1명
한국생산성본부 1명

○ 통계작성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인계는 통상적인 인사 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되
는 경우에 발생하며, 「조직 및 인력관리규정」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매년
업무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조사방법 및 이슈사항 등을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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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업무 매뉴얼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업무 담당 부서 및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

○ 부서명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센터 직업계고취업통계팀
○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2021년 기준)
직급
팀장
팀원

인원수
1
5

구체적인 통계업무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업무 총괄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및 시스템 유지관리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검증·결과공표

2. 사업예산 : ’21년 2,436백만원

3. 자료처리 시스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자료 입력 프로그램

[

○ 취업통계조사 프로그램
- 취업통계조사 프로그램은 사용자별로 취업담당자, 학과담당자, 전산담당자로 구분됨
- 전국 600여개 대학, 19,000여개 학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조사입력, 출력, 검증,
파일 암호화 기능과 학과 및 전산담당자 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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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통계 조사시스템 ]

□ 기반 인프라 현황

○ H/W 현황
- 취업통계조사시스템은 WEB, WAS, DB서버(3-Tier)로 구성되어 있음
- WEB, WAS서버는 2015년에 도입된 신규 장비로, 각각 하나의 물리적인 장비에 가
상화를 적용하여 각각 2개의 WEB, WAS서버로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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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를 통해 WEB, WAS 서버를 이중화하여 운영 중임
- 취업통계시스템은 백업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음
- 2017년에는 DB서버 및 DBMS를 신규 도입하였고, 2018년에는 데몬 서버를 신규 도입함
- 2020년에는 DB접근제어 및 SAP BO서버를 신규 도입하였고, 증빙자료의 보관을 위해
스토리지를 증설함
- 2021년에는 예측모델의 작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취업상세정보용 분석서버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취업통계 시스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방화벽을 도입함
- L4

구분
데몬서버
DB서버

장비명

HPE DL20GEN9
Oracle M10-4

<H/W

내역>

메모리 하드디스크

CPU
3.4GMhz × 4core 16GB
3.4GMhz × 8core 128GB

1TB
600GB×2

비고
년 도입
년 도입
15년 도입
시스템을 분할하여
Virtual WAS 2대
운영
16년 도입
16년 도입
18
‘17
‘

‘

WAS

서버

서버
web서버
네트워크
web

Oralce SUN T5-2

Oralce SUN M10-1
Oralce SUN M10-1

(SAP BO

HP DL380 Gen10

접근제어
스토리지
분석서버
방화벽

2.8GMhz ×
16core
2.8GMhz ×
16core

128GB

400GB×2

32GB

600GB×2

32GB

600GB×2

‘

‘

2960(L2)
PIOLINK
PAS-K1716(L4)

DB

16core

Cisco Catalyst

네트워크
web서버
서버)

3.6GMhz ×

320GB

960GB×2

16

년 도입

‘

20

년 도입

년 도입
(Hybrid 방식적용)
20년 도입
21년 도입
21년 도입
‘

CharkMax
NetApp FAS2750A
PowerEdge T640
Wapples 1600

‘

3.2GHz×2Core
3.4GHz ×4Core

128GB
16GB

1.2TB×2
480GB×2
1TB

20

‘
‘
‘

○ S/W 현황
- WEB서버는 WebtoB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물리적 서버 1대를 논리 분할하여 2개의
WEB서버로 운영 중임
- WAS(Web Application Server)는 Jeus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물리적 서버 1대를 논리
분할하여 2개의 WAS서버로 운영 중임
- DBMS는 Oracle 11G를 사용함
- 기타 서버 관리를 위한 S/W 보유(SMS, Backu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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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WAS

서버

구분

O.S
WAS S/W
WAS S/W

문서뷰어
대용량파일
전송
레포트Tool
EPKI

인증서

시각화 Tool

<S/W

명

S/W
Oracle Solaris 10
JEUS 6.0
JEUS 8.0
Document Viewer
INNORIX Platform
WP v9.2

내역>

Vendor
Oracle
TMAX
TMAX

ERS7
EPKI Server

Oracle Solaris 10 5.10
TMAX JEUS 6.x Standard (JDK 1.5)
TMAX JEUS 8.0 Standard (JDK 1.8, 6Core)
2019(build 20.03.0)

사이냅소프트 문서뷰어
이노릭스 INNORIX Platform WP v9.2
엠투소프트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센터

CrownixReport

세부내역 및 비고

CrownixReport ERS7 7.4.0.422

EPKI_Unix_3.1.2(EPKI Server)

SAP
SAP BO WEB APP

SAP KOREA

BusinessObjects

Intelligence Platform V.4.3
(2Tier

WEB

서버
DB

서버
SAP

O.S
WEB S/W

구간암호

O.S
DBMS
DB
O.S

암호화

서버 시각화 Tool
BO

데몬
서버
분석
서버

O.S
DB

암호화

Oracle Solaris 10
WebToB
SSL
Oracle Solaris 10
Oracle DBMS 11g
SafeDB 4.0 Agent
Redhat 7.6

Oracle
Oracle
INITECH
HP

SAP BO Server

SAP Korea

Window 2016

Oracle
TMAX

미정

Business

구조, Client용 Viewer)

Oracle Solaris 10 5.10
WebToB4.1.9.1
KEDI
Oracle Solaris 10 5.10

운영

Plug-in

방식

SAP Business bjects Business
Intelligence Platform V.4.3 (2Tier

구조)

MS soft

Standard
Policy
Server/Manager

Model

Apache Airflow /

Serving

TFX

INITECH
OpenSource

정책 서버( 2Tier 구조)
예측 모델 Serving Pipeline
Model Serving

○ 방화벽 현황
- 본원 서버망을 활용한 방화벽 및 침입방지 시스템 사용
- 교육통계센터 운영망에 대한 WEB방화벽 및 DB방화벽 적용
○ 기타 현황
- 보안 인증으로 SSL 적용
- 사용자 로그인 시 보안정책으로 교육부 표준API를 적용
-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yessign)의 코드 서명용 인증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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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자료 입력 프로그램

[

○ 취업통계조사 프로그램
- 직업계고 취업통계 조사 시스템은 KEDI담당자, 시도교육청 담당자, 학교담당자, 교
육부로 구분 되어있음
- 공공연계DB 데이터 입력, 검증, 출력 다양한 취업통계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포
함되어 있음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프로그램]

[

○ H/W 현황
- 2019년 조사 프로그램 개발 되어 SSL VPN 장비 도입되었으며, 2020년 DB를 제외한 WEB
서버, WAS서버 각 2대 도입되었음
- WEB서버, WAS서버는 각각의 물리적 2대로 구성되어 WEB, WAS서버는 장비의 장애에도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이중화 운영됨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WEB서버, WAS서버 프로그램 소스 관리를 위한 별도의 스토리지 1
대 도입되어 운영됨
구분

장비명

SSL VPN

AhanLab TrusGuard 500B

서버
WAS서버
L4스위치
스토리지
L2스위치
DB서버
WEB

Oracle SPARC S7-2 Server
Oracle SPARC S7-2 Server
PAS-K1800
FAS2750A utp
RackSwitch G7028
Oracle M10-4

도입연도 단위
2019
1식
2020
2식
2020
2식
2020
2식
2020
1식
2020
1식
2016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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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8Core*1CPU,64GBMEM
8Core*1CPU,64GBMEM

1G*4ports, FC 16G*4ports

연결용
신규장비 아님

WEB/WAS

○ S/W 및 어플리케이션 구성

에는 Jeus를 사용하고 있으며, 서버 2대의 WAS가 운영 중으
로 총 2개의 Jeus 라이센스를 보유함.
- 공공DB 연계된 자료를 파일 업로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군데 연계 기관의 대
해 파일 업로드함.
- WAS(Web Application Server)

내용

사용S/W(도입연도)

직업계고취업통계 조사 홈페이지

WebToB(2020), Jeus(2020), eXbuilder(2019/2020),

취업통계 조사 관리

eXbuilder(2019/2020)

UbiReport(2019/2020), DextUpload(2019)

UbiReport(2019/2020)

공공DB 연계 자료 업로드

DextUpload(2019)
eXbuilder(2019/2020)

통계 집계 및 게시판 운영

UbiReport(2019/2020)

○ 기타
- 사용자 로그인 시 보안정책으로 교육부 표준API를 적용
4.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취업통계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5. 외부 개선의견 및 조치사례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 분야 작업반(2016년) 지적
- 청년층 및 대학에서는 취업과 진로결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나 활
용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한정적이고, 한정된 정보마저도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일선 대학의 정보 부재 및 인력적‧재정적 어려움으로 재학‧졸업생 개인별
맞춤형 진로지도가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못해 청년층 진로결정에 애로가 있음

□ 감사원 지적

○ 감사원(2016년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감사결과 보고서)
- 청년고용대핵의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실업률‧고용률과 함께 청년층의 근
로형태나 임금수준, 고용유지기간 등을 분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지원조건을 개선하는데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언론 및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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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중
- 지난해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67.7%…수도권·지방 격차 1.6%p : 교육부 관계자는
… “앞으로 각 대학에 전공별 취업현황, 취업업체 규모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취업 상담 시 활용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후속 조치

○ 17년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개정으로 취업처, 월평균임금 등 취업의
상세정보까지 연계조사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 추진, 통계청 변경 승인 완료, 시
범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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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홈페이지’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
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
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한국교육개발원 웹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홈페이지(이하 취업통계 홈페이지)은 서비스 제공 및 민
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② 취업통계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
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③ 취업통계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 학교명, 사용자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 선택 : 휴대폰번호, 부서명, 팩스
④ 취업통계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취업통계조사 홈페이지 회원정보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 31조 제1항의 규정
(정보주체동의)
- 개인정보 보유기간 : 해당업무 담당 종료시까지
제2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

① 취업통계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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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
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취업통계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위탁받는자

한국교육개발원

㈜천명시스템

위탁업무
웹 사이트 및 시스템관리
조사자료 및 데이터 관리

② 취업통계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
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
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
습니다.
제4조(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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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
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⑧ 정보주체는 하기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및 개인정보파일별 담당부서/담
당자를 통하여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보주체의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상기 열람청구 접수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5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취업통계시스템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
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
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취업통계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
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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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
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
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4.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
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직책

성명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부원장/기획조정본부장

박병영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

임후남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고등교육취업통계팀

한송희

연락처
043-530-9533
bybypark@kedi.re.kr
043-530-9475
hnlim5@kedi.re.kr
043-530-9660
yapplus@kedi.re.kr

② 정보주체는 취업통계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보
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 하겠습니다.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한국교육개발원 및 타 기관에 문
의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취업통계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다음과 같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취업통계시스템 개인정보 침해신고 : 한송희(043-530-9660, yapplus@kedi.re.kr)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침해신고 처리절차】

침해신고접수
방문접수
(담당관실)
침해신고서

침해사실조사

⇒

침해여부 확인,
침해기관 방문 및
서면조사
침해사고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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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

리

처리 및 조치

조치보고서

결과통보

⇒

신고인 통보

결과통보서

②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www.kopico.or.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118(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1301(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police.go.kr)
③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08.04.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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